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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까시나무 임분은 우리나라 저지대에 주로 조성되어 있는 도입종 조림지로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교란, 그

리고 입지조건에 의해 온전한 숲의 종조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천이가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다. 또한 그것의

개체들이 인접 자연림으로 침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아까시나무 임분에서의 천이를 촉진시켜 자연 식

생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복원 실험은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동의 아까시나무 임분에서 작은 숲틈(~57 m2)을

조성하여 실시하였고, 5 m×5 m 방형구 내에서, 벌채 및 하층 식생 제거(CU), 벌채(C), 환상박피 및 하층 식생 제거

(GU), 환상박피 (G) 및 대조구(Control)의 5개 실험구를 3반복으로 설치하였다. 각 처리구 별 수관 열림도(%), 빛(total

estimated transmitted light, mol·m−1·day−1), 목표 종(졸참나무)의 생장(직경, 높이 및 엽면적)을 측정하였다. 하층식생의

반응(종조성 및 종다양성)은 각 처리구에 영구 소방형구를 설치하여 측정하였고, 피도변화, Multiresponse Permutation

Procedures (MRPP) 및 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DC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숲틈 조성 후, 광환경은 처리

구 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수관 열림도는 CU, C, GU, G, Control의 순으로 높았다. 졸참나무 유묘의

생존은 수고 및 엽면적 생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목표 종의 생장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처리 후 증가하였

다. 하층식생의 종조성 및 종다양성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후자의 경우 약간 감소하였고, 각 소방형

구의 총 피도는 약간 증가하였다. 아까시나무림에 대한 생태적 복원의 한 방법으로서 작은 규모의 숲틈을 조성한 결

과,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수고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복원 교란에 대한 하

층식생의 반응은 연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최소

한의 교란을 통한 삼림 관리 및 복원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Abstract: Black locust (Robinia pseudoacacia) stand is representative lowland exotic plantation with low

ecological quality and arrested succession in South Korea. To facilitate succession and restore natural vegetation,

small canopy gaps (~57 m2), which can modify minimally structural variables and reduce restoration related

disturbances on stand, was established in the black locust stand, and oak (Quercus serrata) seedlings were

introduced in the gap. Two types of varying levels were introduced for gap creation; cutting (C) and gir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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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on canopies. Understory removal (CU and GU) treatment was applied as subtypes of structural modification.

Growth (diameter, height and leaf area) of target species and responses (species composition, diversity and

coverage) of understory community were monitored during study years (2007~2008). Canopy openness was

different significantly among treatments but not for light availability. Based on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growth of height and leaf area of seedlings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seedling survival. Height and leaf area

of seedlings were increased during study years, although radial growth was reduced. During study yea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ecies composition and diversity, and total coverage increased about 20%.

Increase of resources by gap creation and understory removal likely affect growth of target species. Small gap

creation was effective to reduce understory responses in composition and diverstiy. Synthesized, growth of target

species and responses of understory community to small canopy gap creation exhibited, in short term, possibility

of utilization in alternative forest restoration and management option. Long-term monitoring is necessary to

certificate effect of artificial gap creation on forest restoration. 

Key words : artificial, disturbance, exotic, gap, invasive, plantation, Pohang, Quercus serrata, restoration, Robinia

pseudoacacia

서 론

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 저지대에 주로 식재되어 있으

며, 대표적인 도시형 산림으로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교

란, 그리고 입지조건에 의해 자연림으로의 천이가 느리다

(Lee et al., 2004; 조광진 및 김종원, 2005; 조현제,

2005). 그리고 아까시나무는 교란된 인접 자연림으로 확

장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제어가 필요한 침투성 도입

종이다(윤충원 등, 2001; Lee et al., 2004). 아까시나무의

자생지는 북미 아팔래치안 산맥의 서쪽 지역이며(Cuno,

1930), 훼손지와 암석지역에서 출현하지만 미사질 양토의

조림지나 자연림에서 좋은 생장을 나타낸다(Chapman,

1935). 1600년 대 초 프랑스에 처음 아까시나무가 도입된

이후, 유럽, 옛 소련, 한국 및 중국에 매우 넓게 식재되었

다(Boring and Swank, 1984). 조림지 또는 자연림에서 아

까시나무는 교란되지 않은 임분에서는 거의 출현하지 않

지만, 임분 교란 후 초기 재생과정에서 맹아 번식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나타내는 종이다(Boring and Monk,

1981). 우리나라 아까시나무 조림은 주로 과거 산지이용

이 활발했던 저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입

지의 자연림은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숲이다(Lee et al.,

2004, 조광진 및 김종원, 2005). 따라서 저지대 아까시나

무 조림지에서의 자연림 복원은 대상지에 적합한 목표 종

(target species) 선정 및 생장 촉진, 그리고 아까시나무의

강한 침투성을 고려한 교란 강도의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분에 대한 최소의 구조 조절을 통하여 자연식생의 보

전, 정착, 재생 및 생장을 촉진하는 관리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인공 숲틈 조성을 통한 관

리는 현대적 조림 임분 제어의 필수적 요소이며(Coates

and Burton, 1997), 이것을 이용한 산림의 재생, 복원 및 생

물다양성의 증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예, 김

영환 및 이돈구, 2000; de Chantal et al., 2003; McAlpine

and Drake, 2002; Zhu et al., 2003; Nagaike, 2002; Inman

et al., 2007; Van Der Meer and Dignan, 2007). 숲틈은

원래 임분 내의 작은 교란을 강조한 것으로서, 연속적인

산림의 수관층에서 발생한 작은 틈을 말한다(Watt, 1947).

그리고 숲틈 형성에 의한 임분 동태 연구에서 역시 작은

숲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Runkle, 1985; 조도순, 1992;

Clinton, 2003). 

숲틈 형성자(gapmaker)의 고사 유형(standing dead,

snapped-off 및 up-rooted)은 교란 이후 임분의 재생 및 숲

틈 내의 환경과 종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Standing dead 형

에 의한 숲틈은 up-rooted 형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서서

히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하여 사전 정착한 어

린 개체의 생장에 유리하다(Yamamoto, 1992). 이러한 숲

틈 유형에 의한 재생기작 특성은 그것을 기초로 한 임분

전환 설계 및 목표 종의 식재에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

다. 숲틈 형성 이후 변화 된 임분 내 환경(빛, 영양염류, 온

도 및 습도 등)은 하층식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Hibbs, 1982; Moore and Vankat, 1986; Collins and Pickett,

1987: Schumann et al., 2003), 종의 침입에 유리한 조건

을 형성한다(Busing and White, 1997). 이러한 특성은 제

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유발시켜 임분전환 목표종의 생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하층식생에

대한 처리는 숲틈을 이용한 복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까시나무 임분을 대상으로, 숲 내부에

인공 숲틈을 조성하여 자연림으로의 천이를 촉진 및 그것

의 확산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

입종 조림 임분에서 숲틈을 이용한 복원연구는 수행된 바

가 없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snapped-off

및 standing dead 형의 숲틈 유형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하

여, 각 유형의 숲틈에 하층식생을 제거한 처리구를 적용

하였다. 복원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구조 및 종조성의 완

전한 도입 및 회복은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재료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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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조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복원 전략으로 볼 수

없으며, 환경의 불가역성을 고려한다면 교란 이전의 상태

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Choi, 2004, Choi et al.,

2008). 대상 임분의 복원 후 천이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에 의한 종의 이입은 종간 또는 종내 경쟁과 같은 다양한

저해요인의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와 같이 잠재 우점종의 도입을 통한 숲 구조의 회복과 서

식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복원 방법은 매우 실제적인 복

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서식처의 조성은

숲 종의 이입뿐만 아니라 경관차원의 서식처 다양성 증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아까시나무 조림지에서

1) 숲틈 형성은 임분 구조 조절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가? 2) 숲틈의 형성은 목표 종의 정착 및 생장에 효과적인

가? 3) 숲틈의 형성은 하층식생의 반응(종다양성 및 종조

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방 법

본 연구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129°20', 36°3', 해발고 약 90 m) 일대

의 산불(1994년) 후 조성된 아까시나무 조림지(평균 수고

~8 m, 흉고직경 10 cm~15 cm)에서 수행하였다. 연구지역

의 모암은 이암이었다. 연구 지역 인근에서 3년~36년 사

이의 아까시나무 34개체(맹아지 포함)를 이용하여 연령-

수고 생장식을 작성한 결과 y = 2.3ln(x)−1.92(여기에서 y

= 수고, x =연령; r = 0.72, p < 0.001)로 나타났다. 또한 아

까시나무의 생장 저하로 인한 임내 침투 광의 증가 및 기

존 종조성에 의하여 나지 및 교란지 선호 식물(산딸기, 두

릅 및 털쇠무릎 등) 및 외래종 (붉은서나물 및 미국자리공

등) 번성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지역의 아까시나

무는 입지 조건 및 충해(예, 아까시잎흑파리) 등으로 지속

적인 생장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숲 구조 및 환

경의 형성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표 종의 선정은 인근 이암지대 자연 활엽수림의 우점

종인 졸참나무로 선정하였다(Cho, 2009). 인근 졸참나무

군락의 주요 구성종은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당단풍, 비

목나무, 철쭉, 생강나무, 덜꿩나무, 애기나리, 가는잎그늘

사초, 애기감둥사초 및 단풍취 등이었다. 졸참나무는 포항

지역 식생연구에서 잠재우점종으로 예측되고 있으며(홍

성천, 1982; 조현제, 2005), 식물사회학적 연구에서 역시

지역의 자연식생형을 졸참나무 우점군락으로 판단하고 있

다(김종원 및 이율경, 2006). 

교란에 잘 적응한 아까시나무의 임분에 대한 최소 교란

및 구조 조절을 통한 천이 촉진의 방법으로 인공 숲틈을

적용하였다. 인공 숲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분 내에 25

의 방형구(5 m×5 m)를 2007년 2월에 설치하였고, 방형구

내의 조림목을 제거(C, snapped-off 적용) 또는 환상박피

(G, standing dead 적용) 하였다. 또한 각 처리구

(treatment)에서 하층식생을 제거(CU 및 GU)한 처리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5개 복원 처리구의 교란 강도는 CU

> C > GU > G > Control 의 순으로 높게 설계하였다

(Figure 1). 각 처리구의 평균 숲틈 크기(A)은 그것을 둘러

싼 상층목 사이의 장축(L)과 단축(S)의 거리를 이용하여

타원의 식(A = pLS/4)으로 구하였다(extended gap 측정;

Runkle, 1992). 숲틈의 평균 크기는 C(62.7±4.1 m2), G

(62.1±4.3 m2), CU(55.4±5.5 m2) 및 GU(48.4±10.2 m2)의

순서로 크게 조성되었고, 그것의 평균은 유의한 차를 나

타내지 않았다. GU 및 G 처리구 박피목의 사망률은 각각

식재 첫 해 38% 및 34%, 이듬해 78.3% 및 78.9%로 나

타났다. 실험 세트는 총 3개의 세트이며, 조사지의 북동사

면(1 세트) 및 남동사면(2 세트)에 설치하였고, 각 처리구

사이의 거리는 서로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0 m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조성된 각 방형구 내에 산림

생산기술연구소(경기도 포천시)에서 생산된 2년생 졸참나

무 68개체를 무작위로 식재하였다. 숲틈 형성 및 졸참나

무 유묘의 식재 후 별다른 관리는 행하지 않았다.

숲틈 조성 후 각 처리구에서 수관의 열림도(% openness)

및 광 환경(PPF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또는 total estimated transmitted light, mol·m−1·day−1)은

Figure 1. Schematic diagram for experimental canopy gap treatment block in Black locust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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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진(Nikon D80 body 및 Sigma 4.5 F2.8 EX

DC Circular Fisheye HSM lens)을 촬영한 후 Gap Light

Analyzer 2.0의 표준 overcast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Frazer et al., 1999; Haugo and Halpern, 2007). 영상

은 직사광선에 의한 교란을 피하기 위하여 흐린 날, 각 방

형구의 중심에서 촬영하였다. 영상 촬영은 2008년 9월에

실시하였고, 수관층 및 하층식생의 교란 후 재생에 의한

임분 하층의 광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1.8 m 및 0.7 m 높

이에서 각각 영상을 촬영하였다. 각 처리별로 식재 종의

생존율을 구하였고, 식재 후 개체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직경, 높이, 잎 수, 가지 수 및 엽면적)을 구하

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요인

의 입력은 순차(stepwise) 방식을 취하였다. 

식재 후 도입 종의 지표 직경(mm, 지상 5 cm), 높이

(cm), 및 줄기 수를 측정하였고, 개체의 생장기가 끝난 것

으로 판단되는 9월 말(2007년 및 2008년)에 다시 측정하

였다. 그리고 엽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체의 잎 수 및

가장 큰 잎 3개를 대상으로 길이와 넓이를 측정하였다. 

숲틈 형성에 의한 교란(-G, gap disturbance)과 복원(또는

식재) 교란(-R, gap×restoration disturbance)에 의한 하층식생

의 반응 및 종다양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방형구 내에

영구 소방형구(1 m×1 m subplot)를 2개씩(식재교란이 없는

곳 및 졸참나무를 식재한 곳) 설치하였다. 설치한 소방형구

에서 출현한 종의 피도(%)를 측정하였다. 각 처리구 출현

종의 피도 매트릭스를 만든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기록된

종은 6개의 기능군(교목류, 관목류, 고경협엽초본류, 협엽

초본류, 광엽초본류 및 덩굴류)으로 구분한 후 각 군의 변

화량과 총피도 변화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숲틈 형성 후 임분 구조 변화는 각 처리의 수관 열림도

및 광량(PPFD)의 평균 비교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입 종의 생

장(직경, 높이 및 엽면적), 피도 및 종수의 처리 별 효과는

repeated-measures ANOVA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복원

후 각 처리구 지표식생의 종조성 변화는 Multiresponse

Permutation Procedures(MRPP, Biondini et al., 1988) 및

Detrended Correspondance Analysis(DCA, Hill and Gauch,

1980) 서열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RPP는 변량 분포

의 정규성과 동질성 가정을 피할 수 있는 생태자료에 적

합한 비모수 분석 방법이며, test 통계량인 T, 그룹 간의

effect size 통계량 A를 나타낼 수 있다(McCune and Grace,

2002). 본 연구에서는 2007년(1yr) 및 2008년 (2yr)의 자료

를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종다양성 변

화는 종-면적 곡선 및 first-jackknife estimation 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McCune and Mefford, 1999). 단변량분석

에는 SPSS 15.0 및 다변량분석에는 Pc-ord 4.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고, 각 검증의 유의수준 (p)은 < 0.05로 하였다.

식물 종의 동정은 국립수목원(2004), 이창복(1999), 임록

재(1996) 및 산림청(2003)을 따랐다. 

결 과

1. 수관 열림도 및 광환경

인공 숲틈 조성 후 수관의 열림도(% openness) 및 광환

경 (total transmitted light)을 분석하였다. 열림도는 CU

(45.4%), C(35.6%), GU(35.1%), G(20.8) 그리고 대조구

(Control, 10.7%)의 순으로 높았다(Figure 2a). 숲틈 조성

후 임분 내부로 유입되는 빛의 양(지상 1.8 m)은

CU(27 mol·m−1·day−1), C(22 mol·m−1·day−1), GU(22 mol·

m−1·day−1), G(13 mol·m−1·day−1) 그리고 Control(7 mol·m−1

·day−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관 열림도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Figure 2b). 지상 0.7 m에서의 광량 역시 1.8 m의

것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둘의 차이는 GU(9

mol·m−1·day−1), CU(4 mol·m−1·day−1), C(4 mol·m−1·day−1), 대

조구(2 mol·m−1·day−1), 그리고 G(1 mol·m−1·day−1)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2. 도입 목표의 생존율 및 생장

숲틈 처리 후, 첫 해에는 Control(93.3%)에서만 식재목

Figure 2. Mean±se of canopy openness (a) and estimated

light availability (PPFD) in second yea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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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개체가 나타났다(Figure 3). 각 처리구에서 이듬해의

생존율은 CU(100%), C(95.8%), G(91.7%), C(87.5), 그리

고 Control(75.5)의 순으로 높았다. 대조구(Control) 및 벌

채 (C) 처리구에서 졸참나무 생존율의 변화가 컸다. 이듬

해 졸참나무의 생존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인자는 높이

(Wald statistics = 3.98, p = 0.046) 및 엽면적(Wald statistics

= 3.84, p = 0.05) 생장으로 분석되었다. 

숲틈 처리는 졸참나무 식재목의 직경(F = 4.1, p =

0.046) 및 엽면적(F = 26.92, p = < 0.001) 생장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시간의 효과는 직경 변화(F =

3.52, p = 0.01)에서만 유의하였다(Table 1). 유의한 상호작

용(time×treatment)은 나타나지 않았다. 졸참나무의 직경

생장은 두 해 모두 GU(10 mm 및 8.6 mm)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모든 처리구에서 이듬해 생장이 모두 감소

하였다(Figure 4a). G 처리구는 두 해 모두 대조구보다 낮

은 직경 생장을 보였다. 둘 째 해의 C 처리구에서 직경 생

장이 음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측정한 지상부가 고

사 한 후 재생 된 줄기를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식재 종

의 첫 해 높이 생장은 G 처리구(6.4 c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둘 째 해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GU 처리

구에서 가장 큰 수고 생장의 증가가 나타났다 (Figure

4b). 대조구(Control)에서는 줄기의 상부가 고사하는 개

체에 의해 음의 생장이 나타났다. 엽면적은 모든 처리구

에서 대조구보다 높았고, GU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Figure 4c). 

Figure 3. Changes (mean±se) of survival rate of each restoration
treatments during study years. 

Table 1. Effects of treatment (CU, C, GU, G, and Control) and time (1 and 2 year after gap creation) on growth of target species
Q. serrata from repeated-measures ANOVA. 

Source of variation
Change in radial growth Change in height growth Change in leaf area

df F p  F p  F p

Treatment 4 4.1 0.046 2.28 0.134 26.92 < 0.001

Time 1 3.52 0.01 0.083 0.987 1.50 0.209

Time × treatment 4 0.38 0.823 1.42 0.234 1.54 0.197

Note: p values are in boldface for significant (p < 0.05) main effect and interactions. Error degrees of freedom (df) = 94 for between-subject
analysis of main effect (time), and error df = 94 for within-subject analysis of treatment and its interaction with main effect (time x treat-
ment). 

Figure 4. Changes (mean±se) of radial (a), height (b), and
leaf area (c) of target species for each restoration treatments
in first and seco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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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원 처리 후 하층식생의 종조성, 피도 및 종다양성

변화

MRPP 및 DCA 서열법을 이용하여 숲틈 형성에 의한 교

란(-G, gap disturbance) 및 복원 교란(-R, gap × restoration

disturbance)에 의한 하층식생의 종조성 변화를 측정하였

다(Table 2 및 Figure 5). MRPP 결과, 각 처리구에서 첫

해 및 이듬해의 종조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숲틈 교

란(gap disturbance) 조사구의 DCA 결과, GU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의 종조성 변화는 대조구의 것과 비교하여

더 이질적으로 나타났다(Figure 5a). 숲틈 및 복원 교란

(gap × restoration disturbance)의 상호작용 조사구에서는 모

든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작은 종조성 변화를 나타내었

고, C 처리구는 나머지의 것과 크게 이질적(화살표 방향

참고)으로 변화하였다(Figure 5b).

숲틈 형성 및 복원 교란에 따른 전체적인 종다양성 변

화를 종수-면적곡선(Figure 6)과 first-jackknife estimation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두 교란 유형 모두 처리 후 종다양

성이 감소하였다. 추정치에 따른 종다양성은, 숲틈 교란

측정구에서 50.9(첫 해)종에서 46.9(둘 째 해)종으로 감소

하였고, 숲틈×복원교란 측정구에서 39.3종(첫 해)에서 33.5

종(둘 째 해)으로 감소하여 후자의 것에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하층식생 출현 종들은 대부분 나지 및 교란

지에 생육하는 것들이었다. 복원 처리 후, 피도의 큰 변화

를 나타낸 종들은 모두 1년생 종(도깨비바늘, 미국자리공,

및 붉은서나물)들이었다(Table 3). 미국자리공은 출현한

모든 처리구에서 피도가 증가하였고, 도깨비바늘 및 붉은

서나물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주

름조개풀은 환상박피 및 하층제거 처리구에서 가장 작은

변화(2%, GU-G)를 나타내었다. 산딸기, 쑥, 털쇠무릎 및

실새풀 등 다년생 종은 교란 강도에 관계없이 증가 또는

감소였다. 복원 목표종인 졸참나무는 대조구(Control)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에서 모두 피도가 증가하였다.

복원 처리는 총 피도 및 종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나

타내지 않았다(Table 4). 숲틈 교란 및 숲틈×복원교란 소

방형구 및 대조구의 평균 피도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었

Table 2. Results of the multiple-response permutation procedures
(MRPP) testing the differences in species composition between

1yr and 2yr after treatments. 

Test Treatments compared T A p

Cutting

CU-G 1yr, CU-G 2yr 0.71 -0.04 0.75

CU-R 1yr, CU-R 2yr 1.16 -0.12 0.88

C-G 1yr, C-G 2yr 0.77 -0.06 0.77

C-R 1yr, C-R 2yr 1.07 -0.07 0.86

Girdling

GU-G 1yr, GU-G 2yr 1.11 -0.08 0.89

GU-R 1yr, GU-R 2yr 0.86 -0.07 0.82

G-G 1yr, G-G 2yr 1.02 -0.08 0.85

G-R 1yr, G-R 2yr 1.25 -0.09 0.89

Control
Control-G 1yr, Control-G 2yr 1.16 -0.10 0.89

Control-R 1yr, Control-R 2yr 0.00 0.00 0.46

Figure 5. Result of DCA ordination (represented by
centroids and standard errors were omitted) showing two

year changes in the average species composition of five

treatments (a; gap disturbance subplots, b: gap × restoration

disturbance subplots). Accumulative variance of AXES 1
and 2 was 0.43 (AXIS 1 = 0.36 and AXIS 2 = 0.06). 

Figure 6. Species-area curves for understory species (first
and second year after treatment). Closed and open symbols

indicate year 1 and 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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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5). 숲틈 교란 소방형구에서, 대조구의 피도 변화

(7.3%)에 비교하여 각 처리구의 피도는 20% 이상(G-G 제

외, 18.1%) 증가하였다 (Table 5). 숲틈×복원 교란 소방형

구의 피도는 대조구의 것(7.6%)과 비교하여 벌채 처리구

(CU 29.8% 및 C 20.8%)에서 증가하였고, 박피처리구

(GU 5.6% 및 G 5.7%)에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숲틈

교란 소방형구의 종수 변화는 CU 처리구(-3 종)에서 많이

감소하였고, 환상박피 처리구(GU 및 G) 및 대조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Table 6). 숲틈×복원교란 소방형구의 종수

변화는 대조구 (1.7 종)에 비하여 큰 증가는 나타나지 않

았고, GU 처리구에서 2종이 감소하였다(Table 6). 

관목류(shrub, r = 0.57, p = 0.001), 활엽초본류(forb, r

= 0.48, p = 0.008) 및 덩굴류 (vine, r = 0.42, p = 0.019)의

피도 변화는 소방형구 총피도 변화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

내었다. 소방형구에서, 활엽초본류(r = 0.88, p < 0.001) 및

덩굴류(r = 0.52, p = 0.003)의 종수 변화는 총 종수 변화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논 의

도입종이며 침투성이 강한 아까시나무의 임분을 대상

으로, 생태적 자연림 복원 전략으로서 임분 내에 인공 숲

틈을 조성하여 천이를 촉진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목

표 종인 졸참나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복원

처리에 따른 그것의 생장을 분석하였고, 숲틈 형성 및 복

원(또는 식재) 교란에 따른 하층식생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1. 숲틈 형성을 통한 목표종의 생장 촉진 및 하층식생

의 변화

아까시나무 조림지에 설치한 숲틈은 대조구와 비교하

여 식재한 졸참나무의 생존, 수고생장 및 엽면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중 도입

목표종의 직경 생장은 감소하였지만, CU 및 GU 처리구

에서는 대조구에 비하여 수고 및 엽면적에서 높은 생장을

보였다. 목표 종의 높이 및 엽면적은 GU(환상박피 및 하

층식생 제거) 처리구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자연 활

엽수림에서 비교적 내음성이 약한 졸참나무(pioneer 또는

shade intolerant; Maski et al., 1992; Abe et al., 1995)

가 임관층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숲틈과 인위적

교란을 필요로 한다(조도순, 1992; Baek and Cho, 1996).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숲틈(평균 57 m2)

(Runkle, 1979)을 도입하여, 임분 내부의 급격한 환경 변

화 없이 졸참나무의 생존과 생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고, 하층식생을 제거한 처리구(CU 및 GU)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유묘의 생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숲틈에 의

한 재생에서 개체 생장은 늘어난 빛의 양에 의해 증가하

기도 하지만, 큰 숲틈에서는 증가한 수분과 양분이 어린

Table 4. Effects of treatment (CU, C, GU, G, and Control)
and time (1 and 2 year after gap creation) on change of total
cover and richness from repeated-measures ANOVA.

Source of
variation

Change in 
total cover

Change in species
 richness

df F p F p

Treatment 4 3.83 0.079 2.62 0.137 

Time 1 0.16 0.974 0.3 0.871

Time × treatment 4 0.4 0.472 0.99 0.457 

Note: In total cover and species richness changes, error degrees of
freedom (df) = 10 for between-subject analysis of main effect
(time), and error df = 10 for within-subject analysis of treatment
and its interaction with main effect (time × treatment). 

Table 5. Change of mean total cover (%) in gap disturbance (-G) and gap × restoration disturbance (-R) subplots during study
years.

CU C GU G Control

Total cover (%) 1 yr 2 yr 1 yr 2 yr 1 yr 2 yr 1 yr 2 yr 1 yr 2 yr

Gap disturbance 
mean 57.0 78.9 52.3 76.9 43.7 70.7 61.0 79.1 60.7 68.0 

se 5.6 26.3 10.9 15.2 11.1 22.1 11.4 31.0 16.3 15.9 

Gap×restoration disturbance
mean 41.7 71.5 49.0 69.8 52.7 58.3 77.3 83.0 52.5 60.1 

se 2.3 15.8 10.1 29.0 19.8 16.1 22.7 31.0 16.7 26.1 

Table 6. Change of mean richness in gap disturbance (-G) and gap × restoration disturbance (-R) subplots during study years.

CU C GU G Control

Richness 1 yr 2 yr 1 yr 2 yr 1 yr 2 yr 1 yr 2 yr 1 yr 2 yr

Gap disturbance 
mean 7.3 4.0 5.7 4.7 3.7 3.7 4.3 4.3 6.7 6.0 

se 1.2 0.6 1.9 0.9 2.2 0.3 1.5 1.9 1.5 1.7 

Gap×restoration disturbance
mean 6.7 7.3 8.3 7.0 5.3 3.3 5.7 6.3 5.3 7.0 

se 1.2 0.9 0.3 1.7 0.9 0.3 0.3 1.5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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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들에게 즉시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이 된다(Van Der

Meer and Dignan, 2007). 아까시나무 임분에서 숲틈 조성

및 하층 식생을 제거한 지소(CU 및 GU)의 생장(수고 및

엽면적) 증가는 이용 가능한 빛의 증가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증가한 양분의 증가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며, 또

한 하층 식생의 교란(제거) 후 재생은 졸참나무의 생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처

리와 비교하여 환상박피 및 하층 식생 제거 처리(GU)에

서의 졸참나무의 생장은 이러한 경쟁 식생 제거로 인한

양분의 증가 및 점진적인 광환경 개선에 의한 종 간 경쟁

을 완화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식재한 졸참나무 유묘의 생

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높이 생장 및 엽

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일본 잡목(coppice) 숲에

서 졸참나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일치하였다

(Matsuda, 1989). 

숲틈 처리 후 하층 식생의 종조성, 종다양성(풍부도) 및

피도는 처리별 또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소 교란 및 종 조성의 큰 변

화 없이 복원 목표 종의 도입 및 생장 촉진이 가능함을 의

미한다. 자연림에서 숲틈 생성 이후 하층식생의 반응은 초

기에 나타나거나(Moore and Vankat, 1986), 또는 즉각적이

지 않다(Collins and Pickett, 1987).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숲틈 처리 후 초기에 피도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것은 연

구지역의 식생이 온전한 숲의 종조성(천이 후기 종 및 내

음성 종)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나지 및 교

란지 (ruderal 및 shade-intolerant) 선호 종(예, 주름조개풀

및 댕댕이덩굴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임분의 높이가 낮고 나이가 비교적 어린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최근의 산림 관리 기법 연구에서는

온전한 하층 식생에 미치는 그것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

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벌채 또는 간벌 후 종조성의 변화

는 그것의 수준(또는 강도) 및 패턴(aggregated 또는

dispersal)에 따라 변화하며(Halpern et al., 2005), 부분 간

벌(partial retention)은 종조성의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orth et al., 1996; Beese and

Bryant, 1999; Jalonen and Vanha-Majamaa, 2001). 숲틈

조성 이후, 각 처리구 하층 식생에서의 초기 반응은 새로운

종의 이입보다는, 기존의 종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삼림에서의 교란 후 임분의 재생

과정(이차천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과 유사한

결과이다(Halpern, 1989; Halpern and Spies, 1995; Cho

2009). 숲틈은 일반적으로 천이 초기종이 선호하는 환경

(토양 나출, 광환경 변화 등)을 조성하며, 이에 따른 종의

이입이 나타난다(Moore and Vankat, 1986; Collins and

Pickett, 1987; Busing and White 1997).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종의 이입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

가 의도하고 있는 최소 교란에 의한 긍정적인 결과로 판

단된다. 또한 연구 지역의 종자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거

나, 토양 seedbank의 미성숙 등 서식지 특성 및 정인구

(1987)가 지적한 식생 정착이 어려운 이암지역 특성에 따

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삼림 관리 및 조림지의 자생종 도입을 위한 인공

숲틈의 적용성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포항 영일지역의 산림생태계는

실국시대(1910년~1945년) 이후 매우 심하게 훼손되었고,

1970년대 초 영일사방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관 및 생태계

가 안정화되었으나, 산불과 같은 지속적인 교란은 지역 조

림 식생의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후퇴시키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Cho, 2009).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경관 범위의

교란으로 저지대 숲은 온전한 구조와 종조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조현제, 2005). 본 연구가 수행된 아까시나무

림 역시 지속된 교란의 영향으로 임분 조성 후 정상적인

구조 및 종조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우리나

라 저지대는 자생종 또는 도입종 조림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신현철, 2006), 이러한 산지에서 하변으로 연결되

는 추이대(ecotone) 서식처는 높은 공간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에 의한 높은 종다양성(β-다양성)을 나타낸

다(Cho et al., 2007). 따라서, 저지대 조림식생의 자연성

회복은 경관생태 측면에서의 자연성, 다양성 및 연결성 회

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Cho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공 숲틈의 조성은 벌채 또는 간

벌 후 자생종 식재에 의한 방법에 비하여 대상 임분에 미

치는 교란 강도가 작으므로 아까시나무와 같은 교란에 민

감한 임분에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분 구

조에 대한 교란을 배제한 수하식재 또는 보조 식재

(enrichment planting)에 의한 방법에 비하여 목표 종의 생

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산림생태계

관리는 종다양성 보존 및 교란 (벌채) 후 그것의 빠른 회

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예, aggregated retention, Halpern

et al., 1999), 인공 숲틈과 같은 최소한의 교란을 통한 식

생 관리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Coates and

Burton, 1997; Inman et al., 2007). 침투성이 강한 외래종

(또는 도입종)은 일반적으로 큰 숲틈을 만드는 강한 교란

에 잘 적응하는데(Hobbs, 2000), 우리나라에 식재된 아까

시나무는 비교적 큰 숲틈을 만드는 교란에 적응하여 강한

재생력을 나타내고 있다(Lee et al., 2004). 조광진 및 김종

원(2005) 역시 아까시나무 임분에서 입지적 특성(빈번한

인위적 교란) 및 개체 특성(도목에 의한 숲틈 형성)에 의

해 그것의 진행천이가 방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란에 의

해 아까시나무 임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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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아까시나무군락을 자연림으로 복원하는

전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임분 교란의 강도를 최소화

는 동시에 목표 종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하다. 현재의 아까시나무 임분의 조건과 인접 경관을 고

려한 생태적 복원 전략을 적용한 관리 계획 역시 필수적

이다(D'Antonio and Meyerson, 2002; Lee et al., 2004).

그리고, 아까시나무의 인접 경관으로의 생물학적 침입

(biological invasion) 및 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지위(niche)와 같은 군집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Shea and Chesson, 2002). 생태적 지위 이론에 따

른 지위 틈(niche opportunity)은 자원(resources), 천적, 물

리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 및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동

하는 요인들의 관계(manner)에 의해 종의 침입을 용이하

게 하는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Chesson, 2000). 낮은 지

위 틈은 군집의 침입 저항성(invasion resistance)을 끌어올

릴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숲의 자연성 및

구조 복원 및 경관 차원에서의 관리계획에 의한 전체적인

숲의 온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공 숲틈은 장기적으로 그것의 효

과를 관찰해야 하겠지만, 건강성 또는 온전성이 떨어지는

임분에 대한 자연 서식처 복원 및 천이 촉진의 모델로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연구

를 통하여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인공 숲틈을 이용한 삼림의 갱신 또는 복원은 기존 임분

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사전 정착(advance

regeneration) 개체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Van Der

Meer and Dignan, 2007). 인공 숲틈은 시간이 지남에 따

란 닫히기 때문에 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문제

가 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지역

아까시나무의 생장은 거의 최고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연구방법의 생장식 참조) 숲틈 처리 후 초기의

추가적인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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