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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 view to developing a database of death years of Korean firs (Abies koreana) at Yeongsil

in Mt. Halla and investigating their abrupt inter-annual growth reduction tree-ring analysis was

employed. To this end, 10 living trees (YSL) were selected to establish a master chronology and 20

dead trees were used to date their dead year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death years by death

types, 10 trees, which remained standing (YSSD) out of the 20 dead trees were selected. The rest 10

dead trees were already fallen (YSFD). Two increment cores per tree at breast height were extracted

in contour direction using an increment borer. A 106-year master chronology (1911-2016) was

successfully established from the 10 YSLs. Through cross-dating between individual YSSD time series

and the master chronology, it was verified that 1 YSSD was dead in summer 1978, 1 YSSD between

autumn 1999 and spring 2000, 2 YSSDs in summer 2007, 1 YSSD in summer 2010, 1 YSSD in

summer 2012, and 1 YSSD in summer 2013. The youngest tree rings of 2 YSSDs having no bark

were in 1977 and 2002. For the YSFDs, it was verified that 1 YSFD was dead between autumn 1997



2 서정욱․김요정․최은비․박준희․김재훈

and spring 1998, 1 YSFD between autumn 2001 and spring 2002, 2 YSFDs between autumn 2009

and spring 2010, 1 YSFD in summer 2010, and 2 YSFDs between autumn 2012 and spring 2013,

while the youngest tree rings of 2 YSFDs having no bark were in 1989 and 2004. To note, the death

years of two trees, one from each death type (YSSD and YSFD), could not be verified due to poor

cross-dating with the master chronology. The inter-annual growth reductions of YSSD and YSFD

occurred more frequently and intensively than YSL. Typically, the YSFD showed the most frequent

and intensive inter-annual growth reduction. On comparing the inter-annual growth reductions with the

corresponding records of typhoons however we could not find any reliable relationship. Finally, from

prior reports and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ath and abrupt growth

reduction of korean fir at Yeongsil in Mt. Halla are not caused by only a certain environmental factor

but various factors.

Key Words : Korean fir, Mt. Halla, Death type, Death year, Dendrochronology

I. 서 론

구상나무(Abies koreana)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육하는 특산종으로 지리산을 포함하여 한라산,

덕유산, 가야산, 백운산, 영축산, 금원산, 속리산

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Korea National

Arboretum, 2014). 한라산에서 구상나무의 수직

적 분포는 1,000∼1,950 m a.s.l.이며, 지리산과

더불어 구상나무 군락이 존재하는 곳이다(Kim

et al., 2006). 하지만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이곳의 구상나무의 생육이 쇠퇴 또는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1984; Kim et

al., 1991; Kim, 1994; Park and Seo, 1999; Koo

et al., 2001; Kim and Lee, 2013; Kim et al.,

2017). Kim과 Lee(2013)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구상나무 분포는 1988년 이후로 15

년간 34%가 감소하였으며, 지리산에서는 1981

년 이후로 27년간 18%가 감소하였다.

구상나무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본 연구가 수

행된 구상나무 임분 인근에 위치한 구상나무 식

재지(E126°30´08.9´´ N33°21´33.0´´, 1,630 m

a.s.l.)에서 조사된 토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양

의 산성화가 의심되고 있으며, 고상률이 낮아

보수력은 나쁘고, 공극률은 높아 토양침식에 대

한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et

al., 2018). 이와 같은 불량한 토양 조건으로 강

풍에 따른 뿌리 흔들림과 집중 강우에 따른 토

양 유실 피해가 영실 지역 구상나무 생육 쇠퇴

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연구도 발표되었

다(Song et al., 2016).

아고산대 구상나무의 생육 쇠퇴 또는 고사의

심각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 중에 연륜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 겨울철 기온

상승, 봄철 가뭄 등(Kim, 1994; Park and Seo,

1999; Koo et al., 2001)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 구상나무의 연륜폭으로 작성된 시계열

그래프(이하 연륜연대기)와 다양한 환경인자 상

호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밝혀진 결

과이다. 이렇게 밝혀진 여러 요인들 중에서 봄

철 가뭄에 대한 영향은 모든 연구에서 제시되었

다. 이러한 이유로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기초로 구상나무 분포지 변화를 예

측한 결과 구상나무의 분포지가 확장되기도 하

였다(Koo et al., 2016). 하지만 다양한 고사원인

들 중 어떠한 요인이 구상나무 고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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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mpling site (LTER: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in Yeongsil area of Mt. Halla.

밝혀진 결과를 이용한 서식이 가능한 지역을 찾

는 체계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Kim et

al., 2015).

본 연구는 한라산 영실지역에서 고사한 구상

나무 연륜을 이용하여 고사한 연도와 시계열적

생육쇠퇴도를 밝혀 향후 한라산 내 다양한 지역

에서 수행될 구상나무 고사원인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지 및 시료채취

한라산 동사면의 해발고 1,600 m이상에 위치

한 영실지역에서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지리적

위치는 북위 33°21′33.1″∼33°21′34.5″, 동경

126°30′07.8″∼126°30′09.8″이다(Figure 1,

Table 1).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측정한 기상자

료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1년∼2017년) 제주

지역 연평균기온은 16.0℃이며, 평균 연강수량은

1,657 mm이었다.

연륜 분석을 위해 구상나무 생육목 10본과

고사목 20본을 선발하였다(Figure 2, Table 1).

고사목 20본의 경우 고사형태에 따른 고사연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있는 고사목(SD:

standing dead trees)과 전도되어 있는 고사목

(FD: fallen dead trees)으로 구분하여 선발하였

다. 또한 수피 유․무에 따른 고사연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SD 고사목과 FD 고사목에서 수

피가 없는 고사목을 각각 4본과 2본을 선발하였

다. 생장편(increment cores)은 생장추(increment

borer)를 이용하여 채취하였으며, 등고선 방향으

로 실시하였다. 구상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경사

지에서 생육하면 경사지 아래 방향으로 압축이

상재(compression wood)를 형성한다(Schweing-

ruber 1988). 압축이상재는 목재해부학적인 구

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성질도

정상재와 다르다(Park et al., 2006). 이상재를 피

하여 연륜을 분석하기 위해 등고선 방향으로 연

륜채취를 하는 것이 연륜연대학에서 일반적으

로 적용되고 있다(Cook and Kairiukstis, 1990).

FD 고사목의 경우 쓰러진 방향과 경사방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압축이상재를 피해 생장편 채

취를 실시하였다. 생육목과 SD 고사목은 가슴

높이(1.2∼1.4m)에서 생장편 채취를 실시하였

으며, FD 고사목은 뿌리와 줄기 경계면을 기준

으로 약 1.2∼1.4m 윗부분에서 시료채취를 실

시하였다.

2. 시료 준비 및 연륜폭 측정

모든 생장편을 U자형 홈이 있는 막대에 실리

콘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생장편 고정 시 가

도관 세포가 상하로 주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으

로 연륜경계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생장편

의 횡단면(cross section)을 생장편용 절삭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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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trees

ID DBH (cm) Pith Bark Longitude Latitude Elevation (m a.s.l.)

YSL01

YSL02

YSL03

YSL04

YSL05

YSL06

YSL07

YSL08

YSL09

YSL10

21.0

26.0

23.0

22.0

21.0

25.0

18.0

22.0

23.0

26.0

nP

nP

nP

-

-

nP

nP

-

P

nP

B

B

B

B

B

B

B

B

B

B

126°30´09.7´´

126°30´09.1´´

126°30´09.1´´

126°30´09.0´´

126°30´08.9´´

126°30´08.2´´

126°30´08.2´´

126°30´08.3´´

126°30´08.3´´

126°30´08.3´´

33°21´33.7´´

33°21´34.0´´

33°21´33.1´´

33°21´34.2´´

33°21´34.3´´

33°21´34.5´´

33°21´34.3´´

33°21´34.3´´

33°21´34.4´´

33°21´34.5´´

1,617

1,611

1,611

1,608

1,608

1,602

1,611

1,611

1,610

1,609

Standing dead trees

ID DBH (cm) Pith Bark Longitude Latitude Elevation (m a.s.l.)

YSSD01

YSSD02

YSSD03

YSSD04

YSSD05

YSSD06

YSSD07

YSSD08

YSSD09

YSSD10

17.0

22.0

22.5

21.5

23.0

24.5

22.5

21.0

16.0

21.5

-

-

nP

P

nP

-

P

-

P

-

B

B

B

B

B

-

-

-

-

B

126°30´09.1´´

126°30´09.3´´

126°30´09.6´´

126°30´09.6´´

126°30´09.7´´

126°30´09.2´´

126°30´09.5´´

126°30´09.5´´

126°30´09.5´´

126°30´08.2´´

33°21´33.4´´

33°21´33.5´´

33°21´33.7´´

33°21´33.7´´

33°21´33.5´´

33°21´33.2´´

33°21´33.4´´

33°21´33.4´´

33°21´33.5´´

33°21´34.2´´

1,608

1,609

1,605

1,607

1,613

1,616

1,615

1,617

1,615

1,604

Fallen dead trees

ID DBH (cm) Pith Bark Longitude Latitude Elevation (m a.s.l.)

YSFD01

YSFD02

YSFD03

YSFD04

YSFD05

YSFD06

YSFD07

YSFD08

YSFD09

YSFD10

20.0

22.5

21.0

20.5

25.5

19.0

22.5

22.0

25.5

20.5

nP

P

P

-

-

-

-

-

-

nP

B

B

B

B

B

-

-

B

B

B

126°30´09.8´´

126°30´09.8´´

126°30´09.0´´

126°30´09.0´´

126°30´08.3´´

126°30´09.3´´

126°30´08.9´´

126°30´08.3´´

126°30´08.3´´

126°30´07.8´´

33°21´33.6´´

33°21´33.6´´

33°21´34.1´´

33°21´34.1´´

33°21´34.0´´

33°21´33.7´´

33°21´34.1´´

33°21´34.0´´

33°21´34.0´´

33°21´33.8´´

1,613

1,613

1,609

1,609

1,611

1,612

1,612

1,614

1,610

1,623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 nP: near pith / B: with bark

Table 1. Description of study trees and the number of samples

절삭하였다(Gärtner and Nievergelt, 2010). 연륜

폭은 LINTAB(Rinntech, Germany) 장비를 이용

하여 0.01 mm단위까지 측정하였으며, 인접한

연륜들의 단축방향으로 실시하였다(Figure 2).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실체현미경으로 연륜경계

를 확인하면서 수행하였다.

3. 크로스데이팅 (cross-dating)

크로스데이팅은 모든 연륜에 정확한 생육연

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시계열적 연륜폭 그래

프(이하 연륜연대기)는 제한요소의 법칙(Speer,

2010)에 따라서 시대별로 독특한 패턴을 갖게

된다. 동일한 생육환경에서 자란 동일 수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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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Estimation of distance (D) from the oldest tree ring (OTR) to the pith (P) in an increment core,

B: Number (No.) of tree rings: the sum of their ring widths is just more than the estimated distance (D).

시대별로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을 공유하기 때

문에 연륜연대기 상호간 일치도를 비교함으로

써 위연륜(false ring), 실연륜(missing ring), 불

연속륜(discontinues ring) 등을 찾아내고, 각 연

륜에 정확한 생육연도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Park and Seo, 2000). 연륜연대학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크로스데이팅 방법은 연륜연대기 상

호간 일치도를 계산하는 통계방법과 연륜연대

기의 일치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래프방법

이 있다(Schweingruber, 1988). 본 연구에서는

통계방법으로 1차 크로스데이팅을 실시한 후,

그래프방법으로 최종 확인하는 과정으로 크로

스데이팅을 수행하였다. 통계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연륜연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t-value(식

1)와 G value(식 2)를 이용하였다. T-value는 연

륜연대기 상호간 상관계수 값을 기초로 개발된

수식이며, G value는 두 연륜연대기 상호간 일

치도를 기초로 개발된 수식이다(Ecsktein and

Bauch, 1969; Baillie and Pilcher, 1973). 연륜연

대학에서 100년 이상의 기간을 크로스데이팅하

여 t-value가 3.5 이상이고, G value가 65% 이상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크로스데이

팅이 성공하였다고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im, 2003). T-value와 G value를 계산하기 위

하여 TSAPWin 프로그램(Rinntech, Germany)이

활용되었다.

   ×  
  × 

→ 

 
 ×

------------------------------- (1)

 = 표본 연륜연대기의 번째 연륜폭

 = 표본 연륜연대기의 평균 연륜폭

 = 상대 연륜연대기의 번째 연륜폭

 = 상대 연륜연대기의 평균 연륜폭

 = 표본 연륜연대기와 상대 연륜연대기에서

중첩되는 연륜 수

  


  

  

 

-------------------------- (2)

     이면  
     이면  
     이면   

절대연도가 부여된 대표연륜연대기는 크로스

데이팅에 성공한 생육목 연륜연대기들의 평균

값으로 작성하였다.

4. 수령분석

수목의 중심을 벗어나 채취된 생장편의 경우,

보다 정확한 수령분석을 위해 수목중심거리추

정표를 활용하여 생장추에서 수(P: pith)까지의

거리를 추정하였다. Figure 2A와 같이 생장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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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ster chronology and all individual tree-ring time series used to establish the master chronology.

최내 연륜경계(OTR)에서 수까지의 거리를 추정

한 후(D in Figure 2A), Figure 2B와 같이 OTR

에서 수피방향으로 연륜폭의 누적치가 D 이상

값이 나오는 연륜 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연

륜 수를 추가하여 수령을 보정하였다. Figure

2B에서는 생장편 중심에서 수피 방향으로 여섯

개의 연륜폭 누적치가 Figure 2A에서 추정한 D

이상 값을 나타냈다. 연륜폭은 수에서 수피 방

향으로 갈수록 좁아지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

(Schweingruber, 1988)에 수에 가까운 연륜폭을

이용하여 수령을 보정하였다.

5. 고사연도 분석

고사연도 분석은 크로스데이팅 방법을 기초

로 실시되었다. 각각의 고사목 연륜연대기를 대

표연륜연대기와 상호 비교하여 일치도가 확인

되는 구간을 찾아서 고사목 연륜연대기에 절대

연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고사한 계절을 판정하기 위해 최외곽 연륜의

목재세포를 관찰하였다. 최외곽에 조재(early-

wood)만이 관찰되면 고사한 계절을 여름으로

판정하였으며, 만재(latewood) 일부만이 관찰되

면 여름∼가을, 완전한 연륜이 관찰되면 당년

가을∼다음해 봄으로 판정하였다.

6. 시계열적 생육쇠퇴도 조사

생육쇠퇴도는 연륜폭이 전년도 대비 40% 이

상 감소된 후에 3년 이상 지속이 되면 수목생장

이 쇠퇴한 것으로 판정하고 시계열적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다(Schweingruber, 1988; Seo and

Park, 2011). 이와 같은 형태의 생육쇠퇴는 기후

영향보다는 물리적 이벤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생육쇠퇴도는 연륜폭 감소 강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연륜폭 감소 등

급은 Schweingruber(1988)가 제시한 기준에 따

라 40∼55%이면 미량, 56∼70%이면 중간,

71% 이상이면 극심으로 구분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크로스데이팅 및 대표연륜연대기 작성

영실지역 생육목 연륜연대기들을이용하여 106

년(1911∼2016년) 간의 대표연륜연대기(master

chronology)를 작성하였다. 모든 생육목 연륜연대

기들이 성공적으로 크로스데이팅이 되어 대표연

륜연대기 작성에 모두 활용되었다(Figure 3). 통계

방법을 이용한 크로스데이팅 성공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대표연륜연대기와 생육목 연륜연대기

상호간 t-value와 G value를 계산하였다(Table 2).

T-value 중 최저치는 2.5(YSL05)이었으며,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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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
01

YSL
02

YSL
03

YSL
04

YSL
05

YSL
06

YSL
07

YSL
08

YSL
09

YSL
10

Ave.
(Std.)

T-value 4.2 5.2 6.5 7.0 2.5 5.2 6.5 4.7 8.9 5.5
5.6
(1.7)

G
value (%)

66 74 75 69 64 69 69 73 70 67
69.6
(3.5)

Ave.: average, Std.: standard deviation

Table 2. T- and G values between individual time series and the master chronolog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Ave.
(Std.)

YSL 53 48 55 92 54 112 60 55 87 112
72.8
(25.4)

YSSD 58 73 75 40 55 － 49 62 38 56
56.2
(12.8)

YSFD 98 61 58 － 63 56 55 62 48 62
62.6
(14.1)

-: not cross-dated

Table 3. Estimated tree ages of living trees (L), standing dead trees (SD), and fallen dead trees (FD)

는 8.9(YSL09)로 확인되었다. YSL05를 제외한

모든연륜연대기들은 3.5 이상을나타냈으며, 평균

t-value는 5.6이었다. T-value에서와 같이 가장 낮

은 G value를 나타낸 연륜연대기는 YSL05로 64%

였으며, YSL05를 제외한 모든 연륜연대기들은

65% 이상을나타내었다. T-value와 G value 모두에

서 최저치를 나타낸 YSL05 연륜연대기를 대표연

륜연대기와 상호 비교하여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에서는 유의성 있는 일치도가 확인되어 크로스데

이팅이 된 것으로판정하였다. 연륜연대학에서 크

로스데이팅 여부 확인은 t-value와 G value와 같은

통계치를 참고로, 연륜연대기 상호간일치도를 육

안으로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다(Schweingruber, 1988; Jeong et al., 2017).

2. 수령 및 고사 연도 분석

수목중심거리추정표를 활용한 수령분석 결과

수령이 가장 높은 구상나무는 L06과 L10으로 112

년이었으며, 평균 수령이 가장 높은 그룹은 생육

목으로 72.8년이었다. SD와 FD의 평균 수령은

각각 56.2년과 62.6년이었다. L의 표준편차가 큰

이유는 수령이 높은 L06과 L10을 제외한 다른

구상나무 생육목의 수령이 낮기 때문이었다. L06

과 L10을 제외한 8본의 구상나무 평균 수령은

63.0년으로 72.8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크로스

데이팅에 성공하지 못한 시료(YSSD06, YSFD04)

에는 각 연륜에 정확한 생육년도를 부여할 수 없

기 때문에 수령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고사 연도를 분석을 위해 먼저 T-value와 G

value를 근거로 고사목 연륜연대기에 연도 부여

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최종 확인은 고사목 연

륜연대기와 대표연륜연대기와의 일치도를 육안

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T-value와 G value

를 확인한 결과(Table 4) YSSD 중 최저 t-value

와 G value를 나타낸 연륜연대기는 YSSD08로

각각 3.1과 61%이었다. 반면, 최고 t-value와 G

value는 YSSD03(8.9)과 YSSD09(78%)로 확인

되었다. YSSD08을 제외한 대부분의 YSSD 연

륜연대기는 t-value 3.5 또는 G value 65% 이상

을 나타냈다. YSFD 중 최저 t-value는 1.8

(YSFD02), 최저 G value는 55%(YSFD04)였으

나, YSFD04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륜연대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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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dead trees (SD) Fallen dead trees (FD)

ID T-value G value (%) ID T-value G value (%)

YSSD01 4.2 77 YSFD01 8.4 74

YSSD02 6.3 76 YSFD02 1.8 67

YSSD03 8.9 74 YSFD03 6.5 72

YSSD04 3.2 72 YSFD04 2.0 55

YSSD05 5.7 70 YSFD05 5.8 75

YSSD06 3.3 65 YSFD06 6.8 76

YSSD07 4.8 71 YSFD07 5.3 73

YSSD08 3.1 61 YSFD08 4.7 75

YSSD09 4.4 78 YSFD09 5.7 79

YSSD10 5.1 75 YSFD10 5.5 77

Table 4. T- and G values between individual YSSD & YSFD time series and the master chronology

Figure 4. Comparison of individual tree-ring time series of (A) standing dead trees and (B) fallen dead trees which

are successfully cross-dated with the master chronology. The youngest tree rings in each tree, which

have only earlywood (EW), were not measured (⇣: the year of the earliest dead tree ↓: the year of

the latest dead tree).

은 YSSD에서와 같이 t-value 3.5 또는 G value

6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방법에서 제시된 연도분석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각 연륜연대기들과 대표연륜연대

기를 비교하였다. 크로스데이팅의 최종확인은

연륜연대기 상호간 일치도를 육안으로 검토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Jeong et al., 2017).

그 결과, YSSD08이 통계방법을 이용한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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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dead trees (YSSD) Fallen dead trees (YSFD)

ID Bark The outmost tree ring ID Bark the outmost tree ring

wood cell Year wood cell date

YSSD01 B EW 2007 YSFD01 B LW 2012

YSSD02 B EW 2010 YSFD02 B LW 2009

YSSD03 B EW 2012 YSFD03 B LW 2001

YSSD04 B EW 2007 YSFD04 B - not cross-dated

YSSD05 B LW 1999 YSFD05 B EW 2010

YSSD06 - - not cross-dated YSFD06 - EW 1989

YSSD07 - LW 1978 YSFD07 - LW 2004

YSSD08 - EW 2002 YSFD08 B LW 2012

YSSD09 - EW 1977 YSFD09 B LW 1997

YSSD10 B EW 2013 YSFD10 B LW 2009

Table 5. The outmost tree-ring information for dead trees dated with the master chronology

조사에서 낮은 t-value와 G value를 나타냈으나,

연륜연대기 상호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일치도가 확인되어 고사 연도 분석에 성공하였

다(Table 4). 반면, YSSD06과 YSFD04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으나

대표연륜연대기와의 일치도가 낮아 고사연도

분석 실패로 최종결정을 하였다. Figure 4는 크

로스데이팅에 성공한 YSSD 9본(A) 및 YSFD 9

본(B)을 대표연륜연대기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크로스데이팅은 동일한 생육환경에서 자라는

동일 수종은 제한요소의 법칙(Speer, 2010)에 따

라서 유사한 생육패턴을 갖는다는 원칙으로 가능

하다. 하지만 동일한 산림 내에서 각 수목의 생육

은 동일하지 않은 토양, 경사, 주위임목과의경쟁

등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육패턴

에 차이가 존재한다(Schweingruber, 1998). 또한,

연륜연대기가 짧을 경우에는 크로스데이팅 가능

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크로스데이팅

성공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미국에서 연대측정을 위한 연륜연대 분석에서 크

로스데이팅 성공률이 2/3를 넘는 경우는 드문 것

으로 알려져 있다(Schweingrber, 1988).

고사한 계절을 확인하기 위해 최외곽 연륜에

존재하는 세포를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YSSD 고사연도 분석에 성공한 9본 중 7본

의 최외곽 연륜에 조재만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YSFD 2본만이 최외곽 연륜에 조재만

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륜폭 측정은 연

륜이 완전히 형성된 경우에만 실시되어(Figure

4), 최외곽 연륜에 조재가 관찰되면 고사한 시기

를 다음해 여름으로 판정하였다(Table 5). 수피

가 있는 고사목 중 최외곽 연륜에 조재만 확인된

고사목의 고사계절은 여름, 완전한 만재가 확인

된 고사목의 고사계절은 당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으로 판정하였다. 수피가 없는 고사목

(YSSD06, 07, 08, 09와 YSFD06, 07)은 풍화 및

기타 물리적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연륜이 탈락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고사목의

수간 형태를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에 연륜의 탈

락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따라서 고사연도 분석

결과를 고사연도로 판정함이 가능해 보였다.

고사목의 빈도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피

가 있는 고사목 14본 중에서 고사 연도 분석에

성공한 13본의 고사 연도 분포를 보면 최근 10

년 사이(2007∼2017년)에 77%(10본)로 매우 높

았다. 반면, 수피가 없는 고사목의 경우 모두가

10년 이전에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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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된 풍화작용이 수피 탈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은 암석이 많은 개활

지(Figure 1)로 토양침식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조건이다. 하지만 고사한 연

도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아 강풍을 동반한

태풍 이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구상나무 고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한라산 고산지대 구상나무의 생육쇠퇴 원인은

겨우내 기온 상승, 봄철 수분 부족, 바람, 토양침

식 등이었다(Kim, 1994; Koo et al., 2001).

연구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기후자료가 없어

선행연구에서처럼 제주시와 서귀포 기상자료를

봄철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Kim(1994)은 윗

세오름 대피소(해발고 1,690m)에서 2년간 측정

된 자료와 제주시 측후소 자료와의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근거로 제주시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Koo et al.(2001)도 제주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상자료가

없는 고산 또는 고위도의 연륜을 분석할 때는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측후소, 또는 유사한 거

리에 있는 측후소 자료를 평균화 하여 사용한다

(Briffa et al., 1988; Grudd et al., 2002; Seo and

Park, 2002). 그 결과, 최근 58년(1961∼2018년)

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월과 5월 평균 강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Figure 6A), 이상값(≥1.5σ+평균 또는 ≤1.5

σ+평균)을 제외하면 매해 소폭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되어(Figure 6B) 봄철 수분 부족 현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국가태

풍센터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태풍 발생 건수와

강도를 고사 연도와 비교한 결과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Figure 5).

3. 시계열적 생육쇠퇴도 조사

구상나무 생육목 10본 중 생육쇠퇴가 관찰되

지 않은 구상나무는 3본(YSL01, YSL02, YSL03)

이며, 가장 많은 생육쇠퇴를 나타낸 기간은 1990

년대로 7본 중 4본(YSL04, YSL05, YSL08,

YSL09)에서 관찰되었다(Figure 5A). 생육쇠퇴

누적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3년으로 확인되었

다. 생육목 중 YSL07과 YSL08은 2000년대 말부

터 현재까지 강한 생육쇠퇴가 관찰되었다. 따라

서 최근 약 10년간 강한 생육쇠퇴를 보인 YSL07

과 YSL08이 정상적인 생육으로 회복하지 못한다

면 향후 고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YSSD는 1970년대에 가장 많은 구상나무

(YSSD01, YSSD02, YSSD07, YSSD08)에서 생

육쇠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육쇠

퇴 누적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2년이었다

(Figure 5B). YSSD 10본 중에서 생육쇠퇴 진행

중 고사가 발생한 구상나무는 3본(YSSD03,

YSSD07, YSSD08)에 불과하였다. 국가태풍센

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71년에 풍속 25

∼33m/s에 해당하는 태풍이 한 차례 발생하였

으며, 이후 17∼25m/s에 해당하는 태풍이 1973

년을 제외하고 1972년부터 1978년까지 해마다

발생하였다. 1972년에 나타난 높은 생육쇠퇴가

1970년대 발생한 태풍빈도 및 강도와 관련이 있

어 보이나, 1940년대와 50년대에 기록된 태풍

기록과의 관련성은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1980

년대에 기록된 태풍 기록과 생육쇠퇴의 시기와

도 직접적인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YSFD는 YSL과 YSSD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강한 생육쇠퇴가 관찰되었다(Figure 5C). 생육기

간 중에 생육쇠퇴가 3회 발생한 구상나무는 2본

(YSFD01, YSFD05), 2회 발생한 구상나무는 3본

(YSFD02, YSFD06, YSFD10), 1회 발생한 구상

나무는 2본(YSFD07, YSFD08)이었다. 생육쇠퇴

누적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2년과 2003년이었

으며, 1958년과 1972년에도 높은 생육쇠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를 제외하면, 1950년

대 이후로 풍속 25~33m/s 이상이 관측되면 최소

한 2년 내에 생육쇠퇴 누적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YSSD와는 달리 YSFD는 강

풍과의 연관성이 일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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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er-annual growth reduction of individual trees and the accumulated diagram

for each group (YSL, YSSD and YS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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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pril and May precipitation between 1961 and 2017 measured at Jeju and Seogwipo meteorological

stations (A: raw measurement records, B: measurement records without outliner) (outliner: ≥1.5σ

+average and/or ≤1.5σ+average).

IV. 결 론

한라산 영실지역 내 고사한 구상나무의 고사

연도와 시계열적 생육쇠퇴도를 조사하여 고사

원인을 찾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육목(YSL) 10본, 서있는 고

사목(YSSD) 10본, 쓰러져 있는 고사목(YSFD)

10본씩을 선발하여 연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륜분석을 위해 각 조사목의 연륜폭을 측정하여

연륜연대기를 작성하였으며, 연륜의 생육연도가

분명한 생육목을 이용하여 106년(1911∼2016

년)간의 대표연륜연대기를 작성하였다. 고사목

의 연륜연대기와 대표연륜연대기 상호간 크로

스데이팅을 실시한 결과, YSSD는 1999년 가을

∼2000년 봄 1본, 2007년 여름 2본, 2010년 여

름 1본, 2012년 여름 1본, 2013년 여름 1본이 고

사하였으며, 수피가 관찰되지 않은 3본의 최외

곽 연도는 1977년, 1978년, 2002년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YSFD의 경우에는 1997년 가을∼

1998년 봄 1본, 2001년 가을∼2002년 봄 1본,

2009년 가을∼2010년 봄 2본, 2010년 여름 1본,

2012년 가을∼2013년 봄 2본이 고사하였으며,

수피가 관찰되지 않은 2본의 최외곽 연도는

1989년과 2004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YSSD와 YSFD에서 각각 한 본씩의 구상나무

고사목은 고사연도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

지 않았다. 고사형태(YSSD, YSFD)에 따른 고

사연도 시기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계열적 생육쇠퇴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생

육쇠퇴를 나타낸 해를 조사한 결과 YSL은 1993

년, YSSD는 1972년, YSFD는 2002년과 2003년

이었다. YSFD는 YSL과 YSSD와는 다르게 빈

번하고, 뚜렷한 생육쇠퇴를 보였다. 특히, 풍속

25~33m/s 이상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되면 최소

한 2년 내에 생육쇠퇴 누적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강풍에 대한 스트레스가 YSL

과 YSSD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실지역에서 고사한 구상나무의 고사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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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고, 고사형태(YSSD,

YSFD)에 따른 시계열적 생육쇠퇴 경향도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영실지역 구상나무

의 고사를 유도한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판단되

며,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토양조

사와 함께 보다 많은 구상나무 고사목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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