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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 지역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임분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 지역 전나무 임

분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용인시의 정수리, 대대리, 호동 지역 전나무 임분에서 매목조사를

실시하고, 관목층의 구조와 치수의 발생을 조사하였다. 산림 관리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수리와 대대리

임분에서 전나무는 중요도 40%로 임분을 우점하고 있었으며, 연속적인 연령과 직경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호

동 지역 임분은 간벌과 택벌 등의 산림 작업이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전나무가 흉고직경 10-45 cm 범위에 분포하나

대부분 25-30 cm 직경급에 몰려 있고, 단일수관층을 가지고 있었다. 전나무의 연령과 흉고직경의 상관 관계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높지 않았고(R2=0.2, P=0.03), 비슷한 연령대라도 다양한 흉고직경 값을 가졌다. 정수

리 임분의 연속적인 직경 분포와 다층수관구조는 전나무가 조림 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었다.

전나무의 치수는 ha당 2000-33000본까지 발생하였으나, 2-5 cm 직경급의 전나무는 ha당 70-150본 정도로 치수 단계

에서 유령목으로 자라나는 동안의 생존율은 낮았다. 지속적인 천연갱신과 연간 약 0.6 cm의 직경생장율은 조사 지

역의 환경이 전나무 서식에 비교적 적합한 지역임을 나타낸다. 또한 전나무 임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으로 보여 내음성 수종인 전나무를 대상으로 한 택벌림 경영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Abstract: Abies holophylla Maxim. is a shade tolerant species that has potential to be used for continuous cover

forestry system. Stand structure and natural regeneration of A. holophylla stands in Yong-In area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Korea was investigated to estimate the self sustainability of A. holophylla plantation. Species

composition,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and height distribution of trees larger than 2 cm DBH were

measured in ten stands in three study sites of Jeongsu-ri, Daedae-ri, and Hodong. Species and coverage of shrub

layer, and A. holophylla seedlings were also investigated. While A. holophylla in non-managed stands (Jengsu-

ri and Daedae-ri study sites) had the importance value of 40% and showed continuous diameter and age

distribution, A. holophylla in Hodong site had narrow bell-shaped DBH distribution mostly concentrating between 25-

35 cm DBH classes, and single canopy structure. Abies holophylla stands in Hodong have experienced occasional

thinning and selective cutt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ge-DBH was significant but low (R2=0.2,

P=0.03), and similar aged A. holophylla had diverse DBH values. Continuos DBH distribution and multi-canopy

structure of A. holophylla stands in Jeongsu-ri site show that natural regeneration of A. holophylla has been

continuously occurred in this area. Seedling density of A. holophylla was between 2000 and 33000/ha, however,

the number of trees in 2-5 cm DBH class was only 40-150 trees/ha, implying that the survival rate of seedlings

is not high. Continuous natural regeneration and 0.6 cm/year of diameter growth rate of A. holophylla indicate

that this area could be an appropriate habitat for this species, and A. holophylla plantation in this region seem

to persist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managing the stands for continuous cover forestry system as well as

selective harvest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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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체제에 따른 임분의 벌채와 갱신

에 있어서, 대규모 개벌 작업은 지양하는 반면 택벌과 같은

상층을 유지하는 산림 작업 방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Hart, 1995; Mason and Kerr, 2001; Pommerening,

2006). 근래 들어 시행하고 있는 상층유지작업 방식

(continuous cover forestry system)은 택벌과 천연 갱신 방

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분은 이령림과 다

층 수관 구조를 가지게 되며, 임분의 종 구성도 다양해지

는 경우가 있다(European Landowners Organization, 2009).

상층유지작업 방식은 토양 보전이나 종다양성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Hongji, 1999; 김경하 등, 2003), 개벌에 비해

높은 비용과 많은 고려 사항을 수반한다. 또한 상층 수관

의 많은 부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분 하층으로 들어오는

빛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하층에서 자랄 수 있는 수종

의 수를 제한하게 된다(Metslaid et al., 2007; Man et al.,

2008). 상층의 임관이 유지되는 택벌 작업에서는 하층에

양수가 들어오기 어렵고,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음수가 상대적으로 이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적

절한 수종의 선정은 성공적인 상층유지작업 방식의 적용

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림 수종에

있어서는 생장이 빠른 속성수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이다.

개벌 후 대규모 단일 조림에서 다양한 산림의 기능을 충

족시키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상

층유지작업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 작업 방식에 적용

할 수 있는 여러 조림 수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적지적수는 건강한 산림 조성의 첫 번째 조건으로 특히

조림지에서 적지적수는 매우 중요하다(Smith et al., 1997).

최근에는 천연 갱신의 가능 여부와 고유 수종의 선택 또

한 조림에 있어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

역의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익까지 가져오는

수종의 선택은 쉽지 않다. 조림지에서는 빠른 생장과 이

익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속성수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

으며, 이러한 속성수는 대부분 양수이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의 주요 조림 수종은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일

본잎갈나무(Larix kaempferi(Lamb.) Carriere)에 편중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갱신은 식재 조림

에 의해 이루어진다. 식재 조림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

만 아니라 숲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건비

와 조림비의 증가는 속성수 조림의 이점을 감소시키고 있

으며, 조림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천연 갱신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갱신은 경제적인 장점을 가

지고 있으며 자연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근래 더욱 주목

받고 있는 갱신 방법이다. 개벌을 지양하는 최근의 산림

관리 또한 목표로 하는 수종의 천연 갱신을 권장하는 방

향으로 가고 있다. 근래의 사회적 환경적 상황은 대부분

이 양수인 속성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림 가능 수종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음성 수종에 대한 정보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나무류는 내음성을 지닌 대표적인 수종이다. 전나무

류는 아시아에서 유럽, 아메리카까지 북반구의 여러 지역

에 분포하고 있다. 북부 아시아에서 전나무류는 온대, 한

대와 아고산대 산림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Cheng and Fu,

1978; Silba, 1986; 홍경락 등, 2001). 넓은 분포 범위와 산

림에서의 우점도에도 불구하고 전나무류는 생장이 느리

고, 내구성이 약하며,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목재로 선호되는 수종은 아니었다(Quiring

et al., 2008; Boucher et al., 2009). 그러나 내구성을 보완

하는 목재 가공 기술의 발달로 전나무류의 이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De Grut et al. 1992; Elustondo,

2005). 

전나무류의 낮은 생장률은 부분적으로 내음성과 관련

이 있다(임업연구원, 1992). 상업적인 조림 선호 수종이 아

닌 까닭에 전나무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내음성이나 자

연림에서 가문비나무류나 소나무류와 함께 자라는 잠재

경쟁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Diaci, 2002;

Nakagawa et al., 2003). 국내의 연구에서도 전나무는 자연

림의 주요 구성 수종으로서 군집 구조나 천이 경향에 대

한 연구가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김지흥,

1992; 김갑태 등, 1996; 장동원과 윤영일, 2003; 윤영일,

2007; 이경재 등, 2008), 조림 가능 수종으로서의 전나무

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한상섭과 최홍선, 1983;

신만용 등, 1992).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전나무 조림지의 유지 가능성과

천연 갱신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림 후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나무 조림지와 관리가 이루어진 조

림지에서 각 임분의 구조와 천연 갱신을 비교하고, 상층

유지작업 방식에 적용 가능한 수종으로서의 전나무의 적

합성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정수리, 양지면 대대

리, 호동의 3 지역(N 37° 10'-37° 16', E 127° 15'-127° 17')

의 전나무 임분에서 이루어졌다(Figure 1). 연구 지역이 속

한 용인 지역은 온대 중부 지역의 기후를 가진다. 지난 10

년간 용인시의 연평균 기온은 11.26oC, 연평균 강수량은

1,573 mm, 연평균 상대습도는 69.15%였다(기상청, 2009).

양지면 정수리와 대대리 지역은 전나무림의 조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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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산림 관리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주변의 자연림과 확

연히 구분되는 수종 구성과 임분 구조로 볼 때 조림지로

여겨지며, 근래 들어서는 간벌 등의 산림 작업이 없이 자

연 상태로 유지되어 온 지역이다. 호동 지역은 예전 조림

지를 마을 주민이 지속적으로 가지치기와 간벌을 해주고

관리해온 곳이다(마을 주민 개인 면담). 호동 임분에서의

관목층과 초본층의 낮은 피도는 하층 제거 등의 산림 관

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구 J1-J4는 양지면 정수리에, 조사구 D1-D3는 대대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구 H1-H3는 호동 지역에 위치

하고 있다(Table 1). 각 조사 임분은 해발고도 100-270 m

의 사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향은 주로 북사면이었으

며, 사면 경사는 10-70%로 다양했다. 대부분의 조사구가

50 cm이상의 토심을 가지고 있었고, 낙엽층은 2 cm 이하

였다. 조사 임분의 층별 수관 피도는 교목층 70-90%, 관

목층은 1-40%, 초본층은 1-80%로 나타났다. 

2. 조사 방법

용인시 양지면 정수리, 양지면 대대리, 동부동 호동의

전나무 임분에 각각 4, 3, 3개의 10 m×10 m 방형구를 임

의로 설치하고 교목에 대한 매목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방형구에 대해 해발 고도, 방위, 경사 및 지리정보위치(GPS

좌표)를 측정하였다. 방형구 내에 있는 직경 2 cm 이상의

모든 교목에 대해 수고, 흉고 직경(지상부 1.3 m), 건강 상

태, 수관폭, 수고에 대한 수관의 비율(CR)을 측정하였다.

방형구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2-3개의 직경급에

서 각 1주씩 수목을 선정하여 지표로부터 50 cm 높이에

서 생장추를 이용하여 연륜 측정을 위한 절편을 채취하여

수령을 측정하였다. 

각 방형구 중앙에 5 m×5 m의 소방형구를 설치하여 관

목층과 치수를 조사하였다. 관목층은 흉고직경 2 cm 미만

이며 수고 30 cm 이상인 목본 식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방형구에서는 수종과 수관폭, 교목 치수에 대해 수종과

밀도를 조사하였다. 직경급 2 cm 미만의 교목은 치수로

취급하였다. 교목의 치수는 각 방형구에서의 위치와 수를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종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목층과 관목층의 상대

밀도, 상대피도와 상대빈도를 구하고 중요도를 산출하였

다(Curtis and McIntosh, 1951). 교목층은 직경 2 cm 이

상의 목본식물을 대상으로 하여 밀도, 흉고직경을 이용한

피도, 출현도를 계산하였다. 관목층은 직경 2 cm 미만의

목본 식물을 대상으로 밀도, 수관투영면적을 이용한 피도,

출현도를 계산하였다. 

임목의 수령은 연륜수에 5를 더하여 계산하였다. 연륜

수에 더한 5는 일반적으로 식재하는 전나무 묘목이 5년생

이고 크기가 약 50-60 cm 인 점을 감안하였다(한상억 등,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sites of Abies holophylla

stands in Yong-In area. Circles indicate study sites. Black
solid circle is Jeongsu-ri, Gray solid circle is Daedae-ri, and

black dashed circle is Ho-dong.

Table 1. Topographic characteristics and vegetation coverage of Abies holophylla stands in Yong-In area, Gyeonggi-do.

Study site Jeongsu-ri Daedae-ri Hodong

Plot J1 J2 J3 J4 D1 D2 D3 H1 H2 H3

GPS
 N 37o 15' 45.7"-16' 05.8"
E 127o 17' 41.7"-17' 48.0"

 N 37o 15' 31" -15' 33.6"
E 127o 15' 39.7"-15' 42.1"

 N 37o 10' 44.2"-10' 48.4"
E 127o 15' 36.3"-15' 38.7"

Elevation (m) 250 255 270 258 133 151 143 185 191 205

Aspect (°) 35 10 200 250 15 0 30 110 80 50

Slope (%) 45 40 25 10 70 35 30 40 15 55

Position
Upper 
slope

Lower 
slope

Upper 
slope

Ridge
Lower 
slope

Mid 
slope

Mid
 slope

Lower slope, 
valley

Mid
slope

Lower slope,
valley

Litter layer (Cm) 1 0 1 1 1 1 1 1 2 2

Litter covererage (%) 90 100 100 90 70 100 100 100 100 100

Soil depth (cm) ≥50 ≥50 ≥50 ≥50 ≥50 30-50 ≥50 25-50 40-50 25-50

Canopy coverage (%) 80 80 85 80 70 80 70 80 90 70

Shrub coverage (%) 25 20 30 40 30 25 25 10 1 1

Herb coverage (%) 60 50 20 80 40 25 30 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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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흉고직경과 수령의 자연로그값을 구하여 회귀식을

구하였고, 회귀식을 이용하여 연령구조를 추정하였다. 임

분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연구지별로 직경분포, 수

고분포, 흉고단면적을 구하였다. 직경은 5 cm 단위로, 수

고는 5 m 단위로 구분하여 각 직경급과 수고급에 속하는

임목 밀도를 계산하였다. 

전나무 성목의 밀도와 치수 발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나무 성목과 치수 밀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나무 치수 발생과 성목 밀도에

대해 각 조사지별 차이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

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 Duncan의 다중검정을 실시

하여 연구지별 치수 발생을 비교하였다. 일반 통계처리

는 Microsoft Excel 2007(Microsoft Inc, 2007)을 이용

하였고, 분산분석은 SPSS 12.0K 프로그램(SPSS inc.,

2004)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수종구성

세 지역 모두 전나무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중요도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정수리와 대

대리 지역은 전나무의 중요도가 약 40%로 비슷하게 나타

났으나, 호동 지역은 63.6%로 다른 수종에 비해 월등한 우

점도를 보여주었다(Table 2). 일본잎갈나무는 대대리 임분

과 호동 임분에서 약 13% 정도의 중요도로 두 번째로 높

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정수리에서는 분포하지 않았다. 밤

나무(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는 세 임분 모두

에서 세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대리 임

분의 일본잎갈나무는 주변 지역을 조림할 때 섞여서 임내

에 식재된 것으로 보이며 수령은 약 50년으로 측정되었다.

세 지역 모두에서 주요 출현종인 밤나무 역시 주변 지역

Table 2. Stem density (number of stems/ha) and importance values (IV) of woody plants (DBH ≥ 2 cm) in three study areas.

Importance value (%) of a species in a study site = (Relative stem density + relative stem basal area + relative frequency of a

species)/3.

Jeongsu-ri Daedae-ri Hodong

Stems/ha IV (%) Stems/ha IV (%) Stems/ha IV (%)

Abies holophylla 950 38.7 800 37.8 1133 63.6

Castanea crenata 450 13.3 200 12.5 100 6.1

Cornus controversa 200 4.9 100 5.8

Fraxinus rhynchophylla 100 4.1 100 5.8

Kalopanax septemlobus 100 3.4

Larix kaempferi 150 13.1 100 13.0

Lindera obtusiloba 100 3.3

Pinus densiflora 200 14.8

Pinus koraiensis 100 7.8

Pinus rigida 100 6.4

Prunus serrulata 150 7.9

Quercus acutissima 100 6.5

Quercus aliena 200 5.0

Quercus serrata 175 11.3 100 4.2

Sorbus alnifolia 100 5.4 100 5.8

Styrax obassia 100 5.8

Total 2475 100 1800 100 1633 100

Table 3. Stem density (number of stems/ha) and importance values (IV; %) of woody plants in shrub layer (Ht ≥ 30 cm and DBH

< 2 cm) in three study sites. Importance value (%) of a species in a study site = (Relative stem density+ relative crown coverage
area + relative frequency of a species)/3.

Jeongsu-ri Daedae-ri Hodong

Stems/ha IV (%) Stems/ha IV (%) Stems/ha IV (%)

Kalopanax septemlobus 100 5.9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latifolium 100 8.6

Rhus trichocarpa 900 39.8 667 45.5 1067 54.1

Sorbus alnifolia 400 31.8

Styrax obassia 533 36.6

Symplocos chinensis 100 5.3 400 54.5

Viburnum erosum 100 8.6 13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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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시 섞여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관목층에 나타나는 수종은 2-6 수종으로 조사 지역 간 차

이를 보였다(Table 3). 세 지역 모두에서 나타난 수종은 개옻

나무(Rhus trichocarpa Miq.)로, 세 지역의 관목층을 우점하

고 있었다. 덜꿩나무(Viburnum erosum Thunb.)는 정수리와

호동에서 나타났으나, 우점종은 아니었다. 정수리는 6종이

나타나 세 지역 중 관목층에 가장 많은 수종이 나타났다. 정

수리 지역 임분의 관목층은 개옻나무와 팥배나무(Sorbus

alnifolia(Siebold & Zucc.) K.Koch) 유령목이 우점하고 있었

고, 덜꿩나무와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var. mucronulatum)가 드문드문 분포하고 있었으며,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Thunb. ex Murray) Koidz.) 유령목

도 발견되었다. 대대리는 교목층의 수종 수는 정수리와 같

았으나, 관목층은 단지 두 종만이 나타났으며, 정수리에서

나타난 노린재나무(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Nakai)

Ohwi)가 대대리 임분에서도 분포하였다. 호동 지역에서는

개옻나무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쪽동백나무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덜꿩나무 순이었다.

2. 연령 구조

전나무의 흉고직경과 수령과의 관계를 선형회귀식으로

구했을 때 각 지역별로 상관식의 적합도가 다르게 나타났

다(Table 4). 정수리와 대대리의 전나무를 대상으로 한 흉

고직경과 수령과의 회귀식은 R2값이 매우 낮은 반면, 호

동 지역의 전나무 수령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0.58, P=0.02). 

통합 회귀식을 이용하여 세 연구지역 전나무의 연령 분

포를 구하였을 때, 정수리와 대대리의 임분은 30년 이하-

55년 사이의 다양한 연령대의 수령 분포를 보인 반면, 호

동 지역은 40-50년의 수령급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Figure 2b). 

실제 절편을 이용한 연륜 측정에서 정수리 지역의 전나

무는 지상부 50 cm 지점의 수령이 29-67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호동 임분은 38-50년으로 추정식에 의한 분

포와 비슷한 연령 분포를 보였다(Figure 2a). 

3. 임분 구조

정수리와 대대리 임분에서는 대부분의 직경급에 전나

무가 분포하고 있었던 반면, 호동 임분은 15-30 cm 직경

급에 전나무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다(Figure 3). 세 임

분 모두 25-30 cm 직경급에서 가장 많은 전나무의 분포를

보였다. 호동 임분이 2-10 cm 직경급에서는 전나무가 나

타나지 않았던 반면, 정수리 임분은 10 cm 미만의 직경급

에서도 전나무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정수리 임

분의 전나무는 5-10 cm, 20-25 cm 직경급에서 밀도가 50

본/ha 이하로 낮아졌다가 다른 직경급에서는 밀도가 100

본/ha 이상으로 높아지며 직경급에 따라 전나무의 밀도가

변동하는 직경 분포를 보였다. 대대리 임분과 호동 임분

은 흉고직경이 커질수록 헥타 당 밀도가 높아지다가 25-

30 cm 직경급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점차 줄

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종모양 형태의 분포를 보였다. 정

수리 임분은 30 cm 이상의 직경급에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5-35 cm 사이의 중간 직경급에서는 밤나무가,

25 cm 미만의 직경급에서는 졸참나무가 함께 분포하고 있

었다(Figure 3a). 대대리 임분은 25 cm 이상의 직경급은

일본잎갈나무가, 20-30 cm 직경급에서는 밤나무가 나타

났고, 10 cm 미만의 직경급에서는 기타 수종이 전나무와

함께 분포하고 있었다(Figure 3b). 호동 임분은 10 cm 이

상 직경급은 대부분 전나무로 이루어지고, 타 수종은 10

Table 4. Constants of regression formula between DBH and

age of stems for Abies holophylla in study sitesa.

Study site n a b R2
P

Jeongsu-ri 9 24.3 0.21 0.22 0.21

Daedae-ri 6 51.4 -0.06 0.02 0.77

Hodong 9 23.1 0.23 0.58 0.02

Composite 24 26.3 0.18 0.20 0.03

a Regression formula is: age = a × dbhb

Figure 2. (a) DBH and age of Abies holophylla trees sampled
for age estimation and (b) estimated age distribution of A.

holophylla in three study sites. (b) Age was estimated based

on the formula: age = 26.3 dbh0.18 (P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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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미만의 직경급에 분포하고 있었다(Figure 3c).

수고 분포로 볼 때 정수리 임분은 이단림 또는 다층

수관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대대리와 호동 임분은 단층

수관에 가까운 수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Figure 4). 정

수리와 대대리 임분의 수고 평균은 약 16 m로 비슷했으

나, 15 m 미만 수고급에 속하는 임목의 밀도가 정수리

임분이 더 높았다(Figure 4a, 4b). 호동 임분은 평균 수

고 21 m로 세 임분 중 평균 수고가 가장 높았다

(P<0.001, Figure 4c).

정수리 임분에서는 10 cm 미만과 20-25 cm 직경급 범

위에서 고사목이 발생했으나, 10-20 cm 직경급에서는 고

사목이 발생하지 않았다(Figure 5). 반면 대대리 임분에서

는 10-20 cm 직경급에서만 고사목이 발생했다. 호동 임분

에서는 고사목은 없었으나, 간벌 후 남은 그루터기가 분

포하고 있었으며, 그루터기 밀도는 ha당 300-900본으로

임분에 따라 강한 간벌이 이루어진 곳도 있었다.

4. 전나무 치수 발생

전나무 치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호동 임분에서 ha당

19000본으로 가장 많은 수의 치수가 발생하였고, 대대리 임

분에서는 ha당 3700본으로 가장 적은 수의 치수가 발생하

Figure 3. DBH distribution of stems (DBH≥2 cm) in (a)

Jeongsu-ri, (b) Daedae-ri and (c) Hodong study sites. Figure 4. Height distribution of stems (DBH≥2 cm) in (a)

Jeongsu-ri, (b), Daedae-ri and (c) Hodong study sites.

Figure 5. DBH distribution of snags (DBH≥2 cm) in Jeongsu-ri
and Daedae-ri sites. 



경기도 용인 지역 전나무 임분의 구조 및 천연 갱신 159

였다(Figure 6). 호동 임분과 정수리 임분은 치수 발생이 많

았으나, 조사구 간 치수 밀도의 차이가 컸으므로 각 임분간

치수 발생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29). 또한 전나무 외 치수는 호동 임분에서 잣나무 치

수가 1 개체 발견되었고, 대대리 임분의 한 조사구에서 졸

참나무, 밤나무, 벚나무 치수가 각 1개체씩 발견되었다.

전나무 성목 밀도과 치수 발생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직경 10 cm 이상의 성목 밀도와 치수 밀도와는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656, P=0.039). 그러나 전체 전나무 밀도와 전나무 치

수 밀도와의 관련은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1. 수종 구성

조사 지역에서 전나무의 중요도는 38-64%로 전나무가

우점하고 있었다. 오대산지역의 전나무천연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전나무의 중요도는 30-58%로 나타났다

(신창호 등, 1999; 이경재 등, 2008). 본 조사지는 전나무

조림지로 여겨지지만 전나무의 우점도는 자연림과 비교

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세 지역 모두 수관 상층에서 전

나무 외 주요 출현종은 1-3종으로 13% 내외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본 조사 지역의 수종 구성은 자연적인 분포라

기보다는 조림 수종이 주를 이뤘다. 리기다소나무, 일본잎

갈나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도 지역 전

나무 천연림에서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고로쇠나

무(Acer pictum subsp. mono(Maxim.) Ohashi), 당단풍나

무(Acer pseudo-sieboldianum(Pax) Kom.) 등이 높은 우점

도를 보인 연구 결과(김갑태 등, 1996; 이경재 등, 2008)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산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정수리와 대대리 지역)이 호동 지역에 비해 다양한 수종

이 분포하고 있었다. 호동 지역이 정수리와 대대리 지역

보다 전나무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호

동 지역에서 간벌을 실시할 때 전나무를 제외한 다른 수

종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관목의 중요도는 모든 지역에서 개옻나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Blume var. obtusiloba), 산철쭉(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등이 높은 우점도를 보인 연구 결과(신창호 등, 1999; 남

성열, 2000)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관

목층의 수종은 강원도 지역의 전나무 자연림에 분포하는

관목층 수종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기후 차

이와 같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환경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설악의 전나무림에 분포하는 것으

로 보고(정의경과 윤영일, 2005)된 바 있는 팥배나무, 음

나무, 쪽동백나무 등이 관목층에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 지역은 높은 고도의 강원도 식생대와 낮은 고도

의 경기도 식생대가 겹치는 전나무 분포 지역의 추이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령 분포와 임분 구조

흉고직경 10 cm 이상의 전나무를 대상으로 추정하였을

때 대대리 지역과 호동 지역의 전나무는 30-55년 사이의

연령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나무류가 우점하

는 주변 자연림과의 수종 구성과 임분 구조의 차이로 볼

때 연구 지역은 모두 조림에 의해 조성된 전나무 임분으

로 추정된다. 상층 전나무는 같은 시기에 조림되었다고 할

때, 대부분의 전나무가 40-50년 사이의 좁은 연령대에 분

포하는 것은 조림지 임분의 연령 분포 특성에도 부합한다

(Smith et al., 1997). 60년생 이상 전나무의 분포로 볼 때

정수리 지역은 대대리 지역과 호동 지역보다 더 오래 전

에 조성된 전나무림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수령 구조는 정수리 지역의 전나무 임분이 2세대 이상의

전나무가 함께 분포하는 이령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흉고직경과 연령의 회귀식에서 정수리와 대대리 임분은

직선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호동 임분은 비교적 높

은 직선회귀값을 나타냈다. 흉고직경과 연령과의 상관은

높지 않았으며(correlation coefficient=0.38, P=0.06), 수고와

연령과의 상관은 더 낮은 값을 보였다(P=0.16). 이러한 결

과는 연령-흉고직경, 연령-수고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는 강원도 평창 지역의 전나무 연구 결과와는 차이

가 있었다(정태성, 1996). 정수리와 대대리에서 흉고직경과

연령의 낮은 상관값은 전나무가 생장할 때 주위의 나무들

과 빛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ori et al., 2008). 반면에 호동 지역에서는 간벌로 인

해 빛에 대한 경쟁이 심하지 않아 회귀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연령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흉

Figure 6. Abundances of Abies holophylla seedlings (< 30 cm

tall) in Jeongsu-ri, Daedae-ri, and Hodong study sites.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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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직경 분포는 전나무가 음수임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

다. 연령과 흉고 직경의 낮은 상관값은 전나무가 연령보다

는 주위 환경에 따라 생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편

어린 연령의 전나무라도 조건이 맞는 경우에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전나무 군락의 흉고 직경 분포는 정수리와 대대리 지역

그리고 호동 지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수리와 대대리 임

분에서는 전나무가 다양한 흉고직경급에 분포하고 있었으

나, 호동 임분에서는 흉고직경 2-10 cm 사이의 전나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모양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는 지속적인 간벌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대대리와 호동

지역에서 상층 전나무의 대부분이 40-50년의 수령대에 분

포하는 것을 볼 때 조사 지역의 전나무는 약 45년 동안 약

14-22 m 수고와 20-30 cm의 흉고직경 크기로 자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경생장률은 연간 약 0.6 cm로 추정된다.

이는 식재 약 28년 후 평균 수고 7-10 m, 평균 흉고직경

11-15 cm의 값을 보인 강송(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이나 평균 수고 14-24 m, 평균 흉고직경 16-23 cm

로 자란 일본잎갈나무 조림지의 생산성과 비교했을 때 뒤

지지 않는 생장이다(강성기 등, 2001). 호동 지역에서는 특

히 20-30 cm의 전나무가 많은 분포를 보여 향후 흉고직경

이 큰 전나무 군락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리 임분은 전나무만을 대상으로 할 때 다층림 또는

이단림에 가까운 수관 구조를 가지고, 내음 수종이 조림

후 자연 갱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15-25 m 수고

급에 전나무가 대부분 분포하고, 10-15 m 수고급에서는

전나무가 나타나지 않다가 10 m 이하 수고급에서 전나무

가 분포하는 정수리 임분의 수관 구조는 초기에 조림된

전나무가 자라 상층을 이루고, 그 후 갱신이 일어나 하층

에 전나무가 분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나무

가 분포하지 않는 10-15 m 수고 구간은 초기 조림된 전나

무가 생장하여 구과를 맺기 전까지와 수관 경쟁이 심해

하층식생의 갱신이 일어나기 어려웠던 하층식생 갱신 공

백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Oliver and Larson, 1996).

대대리 임분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상층 수목의

밀도가 하층의 밀도보다 훨씬 높아 이단림이나 다층구조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전나무는 연령 20-30년부

터 종자를 생산하기 시작한다(Houle and Payette, 1991).

따라서 인공조림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임분 조성 후 일정

기간 후에는 연령 분포가 연속적인 형태를 나타낼 수 있

다. 따라서 정수리 지역에서 전나무 수령의 연속적인 분

포는 현재의 전나무 군락이 조림 후 자체 내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전나무 치수의 발생

연구 지역의 전나무 치수 밀도는 ha당 2000-33000본까

지 조사되어, 치수의 발생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나무는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치수가 잘 발생하는 편

이며 강원도 평창군에서의 연구에서도 상층울폐도와 치

수의 발생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태성, 1996). 빛은

내음성 수종의 치수 발생에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

지만 치수가 자라고 살아남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Poorter et al., 2005; Sanchez-Gomez, 2006).

본 연구 지역에서 많은 전나무 치수가 발생한 데 비하여,

직경급 2-5 cm에 속하는 전나무는 ha당 70-150본으로 상

대적으로 적은 숫자인 것은 이 지역에서 전나무 치수의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흉고직경 분포는

일단 전나무가 흉고직경 2 c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면 그

이후의 생존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

지역의 전나무 치수 밀도를 고려할 때, 만약 전나무 치수

의 생존율이 높아 발생하는 치수의 대부분이 유령목으로

자랄 경우 전나무끼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져 수분이나

빛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간벌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전나무 치수가 거의 발견되지 않

았던 연구 결과(남성열, 2000)와 비교해 볼 때 본 조사지

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전나무 치수는 이 지역에서 전나

무의 천연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

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수고급과 직경급에서

나타나는 전나무 유령목의 분포는 이 지역의 환경이 치수

의 발생 뿐 아니라 발생한 치수가 유령목으로 자라나는

데도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나무와 함께 조

림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잎갈나무의 경우 치수는 발견되

지 않았고, 잣나무의 치수도 한 개체만 발견된 것과 비교

하여 전나무의 치수는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이 지역은 일본잎갈나무나 잣나무보다 전나무에 적

합한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시 지역의 전나무 군락의 다양한 흉고직경

분포와 연속적인 수령 분포는 이 지역의 전나무가 조림에

의해 조성된 후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연

속적인 전나무의 갱신은 전나무가 내음성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높은 밀도의 전나무 치

수 발생과 낮은 직경급에서의 전나무 유령목의 분포, 타

수종의 낮은 비율은 향후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전나무가

천연갱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에

서 특별한 교란이 없는 경우 전나무 군락은 장기간 유지

가능할 것이다. 호동 임분에서 나타났듯이 간벌 및 하층

식생의 제거는 전나무의 치수 발달 및 성장을 촉진시켜주

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 중부의 낮은 야산지역인 본 연구 지역에서 나

타난 전나무의 빠른 생장과 원활한 천연갱신은 경기도 지

역이 전나무의 조림지로 적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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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또한 내음성 수종인 전나무 조림 후 지속적인 천

연갱신이 일어나 다층구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본 연구

지는 택벌림의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였다(Hongji, 1999).

향후 전나무 조림지에 대한 추가 연구 및 토양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된다면 중부 지역 산림의 다양성 및 경제림 확

보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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