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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나무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강원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소

나무림을 대상으로 식생유형과 임분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나무림의 군락유형은 4개군락 2개군으로 총 6개 식생단위

로 구분되었으며, 신갈나무, 개옻나무, 생강나무, 조록싸리, 졸참나무, 큰기름새, 참취, 쇠물푸레 등이 상재도가 높은

종으로 나타났다. 층위별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상층에는 소나무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아교목층 이하에서는

소나무보다 경쟁목인 참나무류와 같은 활엽수종들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직경급 분포에서도, 소나무는 주로 대

경목에 분포한 반면, 중·소경목은 대부분 활엽수로 나타났다. 소나무와 경쟁 활엽수종의 연간직경생장을 분석한 결

과, 지역별, 입지적조건 및 수령과 수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나무림 유지를 위해서

는 각 임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하층에서 소나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활엽수에 대한 적절한 시업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vegetation types and stand structures of the red pine

(Pinus densiflora) in Kangwon southern region for stable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The pine forests

in study sites were classified into 4 communities, 2 groups, so total 6 vegetation units. Species with high

constance degree were Quercus mongolica, Rhus trichocarpa, Lindera obtusiloba, Lespedeza maximowiczii,

Quercus serrata, Spodiopogon sibiricus, Aster scaber and Fraxinus sieboldiana. In the importance value(I.V.)

analysis of each layer, P. densiflora showed highly in tree layer while in other layers competitive broad-leaved

species such as Quercus spp. were high. P. densiflora also showed large size of DBH, while broad-leaved

species distributed middle and small DBH. The annual ring growths of P. densiflora and competitive broad-

leaved species were variable according to area, site condition, tree year and species, it is considered that

appropriate silvicultual practice methods should be employed to remove rival broad-leaved species for maintenance of

sustainable red pine fores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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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대표수종 중 하나인 소나무는 한라산(북위

33° 20')에서 함경북도 은성군 증산(북위 43° 20')에 이르

기까지 온대림 지역 대부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만주와 일본 등에도 분포하고 있다(Mirov,

1967; 양효식, 2002). 소나무는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넓

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주요 조림수종으로 식재되어 왔

다(이호준 등, 1998). 하지만 소나무림은 20세기 이후, 목

재수입 등을 통해 외국에서 유입된 소나무재선충이나 솔

잎혹파리 등 병해충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여러 대체에너지 개발로 인해 생필품 및 연료 등으로의

활용도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나무림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소나무림은 과

거와 달리 점차 쇠퇴하고 있다(이중효와 홍성천, 2004;

이광수 등, 2009). 최근 소나무림의 쇠퇴를 방지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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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대부분 소나무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중심이며

(김성덕과 송호경, 1995, 전영문, 2001; 양효식, 2002; 이

중효와 홍성천, 2004), 실제 소나무림을 관리하기 위한 임

분유형과 형질특성 등의 해석에 따른 시업법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소나무천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산림 면적은 6,394천ha에 달하는데, 소나무

천연림의 면적은 1,507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1/4

(23.6%)을 차지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산림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천연림의 특성은 입지조건과 임

분유형, 밀도 및 형질 등이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업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소나무천연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도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내에

고사목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한편, 산불등 자연재해에 매

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며, 생존목의 형질도 매우 낮으며, 후

계림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소나무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후계림을 조

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임분형질을 고려하여 시업법

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강원남부지역에 분포하

고 있는 소나무천연림에 대하여 식생형을 분석하고 식생

형에 따른 상·하층의 임분구조와 생장 및 임목형질 특

성을 분석하여 장차 천연 소나무림의 임분관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됐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강원남부지역 소나무림의 식생유형을 구분하고 임분구

조를 파악하기 위해 인위적 간섭이 적고 임분상태가 우

량한 소나무림이 분포하는 삼척과 태백지역에 대하여 조

사를 실시하였다(Figure 1). 이 지역은 태백산맥을 기준

으로 영동지방에 속해 있으며, 산맥의 급경사면이 바다

와 접해있어 동일한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겨울철

은 온난하고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한 편이며 연 기온의

교차가 적은 편에 속한다. 조사지역 일대 기상을 파악하

기 위해 태백 기상관측도와 삼척의 해양성 기후를 나타

내는 기상청의 지난 30년간(1971년~2000년)의 자료를 이

용하였다. 태백과 강릉지역의 연평균기온은 각각 8.5oC

와 12.9oC로 나타났고, 연평균 강수량은 각각 1,307.0

mm와 1,401.9 mm로 나타나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강릉지역이 산간내륙성의 기후를 나타내는 태백지역보

다 연평균기온과 강수량이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월평

균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태백이 14.1oC와 3.5oC, 강릉이

17.4oC와 8.9oC로 나타났다(기상청, 2010).

2. 조사 및 분석방법

강원 삼척과 태백지역 소나무림의 군락유형을 구분하

기 위하여 방형구는 입지조건이나 상관(physiognomy)이

균질하고, 임분이 인접군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전형적

인 장소에 설정하고, 조사구의 크기는 이질적인 군락의

요소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면적이 증가하여도 종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게 되는 종수와 면적곡선을 고려

하여 최소면적(10 m×10 m)을 기준으로 설치하였다. 총

78개의 조사구(10 m×10 m)에 대해 입지환경요인을 파악

하고, 전 출현종의 우점도(dominance)와 군도(sociability)

를 Braun-Blanquet법에 의해 계층별로 조사, 기록하였다. 야

외조사자료 분석은 군락유형과 임분구조로 구분하여 수

행하였으며, 군락유형은 Ellenberg(1956)의 표조작법

(tabulation method)에 의하여, 임분구조는 매목조사 자료

를 이용하였다. 임분구조 특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44개

조사지에 대한 매목조사를 하고, 이 지역 소나무림의 생

장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륜을 채취하여 생장량을

win-dendro를 사용하여 0.1 m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각

조사지역의 층위별 종 점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

치 산정에 있어서는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조사된 우점

도 계급을 우점도 범위의 중앙치로 환산하여 상대우점도

를 계산하고(Dierssen, 1990), 상대빈도와 합한 값을 이용

했다. 임분유형과 식생단위에 따라 적절한 시업대책을 강

구하기 위하여 식생단위별 임분과 임목의 생장 및 형질

특징을 분석하여 점수를 양호한 경우는 3점, 중간은 2점,

불량은 1점으로 부여하였다(Table 3). 여기에서 지위지수

는 수정된 강원도지방 임분수확표를 참고로 하였으며, 생

장율은 Schneider식을 이용하였다. 

Figure 1. Location of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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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소나무림의 식생유형

조사지역의 소나무림은 총 4개 군락(community), 2개

군(group)의 분류체계를 가졌으며, 총 6개의 식생단위

(vegetation unit)로 구분되었다(Table 2). 소나무림은 신갈

나무, 개옻나무, 생강나무, 조록싸리, 졸참나무, 큰기름새,

참취, 쇠물푸레 등을 표징종으로 하고 있었다. 식생군락

은 굴참나무군락, 물박달나무군락, 당단풍군락, 조릿대군

락, 소나무전형군락으로 구분되었으며, 굴참나무군락은

하위단위인 당단풍나무군과 전형군으로 세분되었다.

I. 굴참나무군락(Quercus variabilis community)

본 군락은 햇빛을 많이 받는 척박하고 건조한 곳에서

도 잘 자라는 종군 2의 굴참나무의 상재도와 우점도가 높

게 출현하여 구분된 군락으로, 계곡부에서 사면상부까지

분포하며 종군 4의 당단풍나무의 상재도가 높게 출현하

여 구분된 당단풍나무군과 당단풍나무가 출현하지 않아

구분된 전형군으로 나타났다. 

I-A. 당단풍나무군(Acer pseudo-sibolianum group,

vegetation unit 1) 

본 군은 종군 4의 당단풍나무를 식별종으로 상재도가

높게 출현하여 구분된 군으로 본 군에 포함된 조사구는

20개소로 나타났다. 본 식별종군 외에 상재도가 III이상

이 되는 종으로는 물푸레나무, 진달래, 싸리, 철쭉꽃 등이

었다.

I-B. 굴참나무전형군(Quercus variabilis typical group,

vegetation unit 2)

본 군은 굴참나무군락에서 종군 4의 당단풍나무군이

나타나지 않아 구분된 군으로 소나무림 표징종과 본 식

별종군 외에 상재도가 III이상인 종으로는 진달래, 삽주,

싸리, 쪽동백나무, 개벚나무, 청미래덩굴 등이었다. 본 군

은 삼척지역(11개소)에서는 사면하부에서 사면상부에까

지 분포하고 있으나, 태백지역(2개소)에서는 계곡부와 사

면하부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물박달나무군락(Betula davurica community, vegetation

unit 3)

본 군락은 사면하부나 사면중·상부 다소 건조한 곳에

잘 자라는 종군 3의 물박달나무의 상재도와 우점도가 높

게 나타나므로 구분된 것으로, 본 군이 출현하는 지역은

태백 11개소, 삼척 1개소였으며, 본 식별종군 외에 상재

도가 이상인 종으로는 물푸레나무, 미역취, 실새풀, 산딸

기나무, 찔레꽃, 노린재나무, 대사초, 오미자, 느릅나무 등

이었으며, 구분된 식생단위 중 출현 종수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군락은 패치상으로 산딸기나무와 찔

레꽃 등이 분포하고 있어 과거 인위적 또는 자연적 교란

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었다.

III. 당단풍나무군락(Acer pseudo-sibolianum community,

vegetation unit 4)

본 군락은 북사면의 적윤한 사면하부나 계곡부에 주로

분포하는 종군 4의 당단풍나무의 상재도가 높게 나타나

구분된 것으로, 삼척(5개소)과 태백(5개소)지역에 고루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식별종군과 소나무림

의 표징종외에 상재도가 III이상인 종으로는 물푸레나무,

진달래, 삽주 등이었다. 경북중부지역의 소나무림 군락구

분에서 당단풍나무군락은 애기나리, 노린재나무, 조록싸

리, 쪽동백나무를 식별종으로 하고, 하위단위로 조릿대군

과 물푸레군으로 구분되었고 당단풍나무전형군에서 철

쭉꽃, 진달래, 쇠물푸레 등이 상재도 높게 나타났다. 소광

리, 응봉산, 청옥산, 검마산에서는 금강소나무림에서 구

분된 당단풍나무군락의 전형군은 생강나무, 맑은대쑥, 참

취, 대사초, 졸참나무, 개옻나무, 세잎양지꽃 등이 상재도

III이상으로 타나났다(윤충원과 홍성천, 2000).

IV. 조릿대군락(Sasa borealis community, vegetation unit 5)

본 군락은 적윤비옥한 사질양토에 잘 자라는 종군 5의

조릿대의 상재도와 우점도가 높게 나타나 구분된 것으로,

전 식생단위 중 출현종수가 가장 낮고 비교적 경사가 완

만하였다. 식별종군 외에 상재도가 III이상인 종으로는 소

나무, 신갈나무, 개옻나무, 생강나무, 조록싸리, 졸참나무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소나무와 신갈나무를 제외하고 우

점도가 대부분 낮게 출현하였다.

V. 소나무전형군락(Typical community, vegetation unit 6)

본 군락은 종군 2, 3, 4, 5의 종들이 거의 출현하지 않

Table 1. Stand and tree characteristics of study site. (Pd : Pinus densiflora)

Unit

Stand Tree

TotalTree
volume

Site 
index

Growth
Growth

rate
Pd in

under layer
h/d

Clear length
rate

Kraft Heck

I 3 2 1 1 1 1 1 3 3 16

II 3 2 1 1 3 2 1 2 2 17

III 1 2 3 2 1 2 3 3 3 20

IV 3 3 3 3 2 2 3 3 3 25

V 2 2 2 2 2 2 3 3 3 21

VI 3 2 2 3 3 3 3 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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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구분된 군락으로, 소나무림 표징종 외에 상재도

III이상인 종으로는 물푸레나무, 진달래, 미역취, 싸리, 산

거울 등이었다. 

2. 식생단위별 중요치

조사지역의 식생단위에 따른 층위별 중요치는 Figure

1과 같다. 삼척, 태백지역에서 구분된 총 6개의 식생단위

Table 2. Synthesis table of natural Pinus densiflora forest in the study area.

Communities I II III IV V

Groups A B

Vegetation units 1 2 3 4 5 6

Altitude (m) 489 407 673 551 517 654

Topography V-US V-US LS-R LS-US LS-R LS-US

Slope (°) 21 23 17 22.5 16 25

Coverage (%) of T1 layer 77 77 82 72 79 78

Coverage (%) of T2 layer 55 59 44 60 45 37

Coverage (%) of S layer 56 47 44 45 42 51

Height (m) of T1 layer 16 18 15 17 14 16

Height (m) of T2 layer 8 8 7.5 8 7 7

Height (m) of S layer 2 2 2 2 2 2

DBH (cm) of T1 layer 32 36 30 32 30 30

DBH (cm) of T2 layer 12 10 9 12 9 7

DBH (cm) of S layer 3 3 2 3 2 2

Number of species 20 25 26 23 14 22

Number of releves 20 13 12 10 6 17

Chracter and differential species of Pinus densiflora forest;

1. Pinus densiflora V35 V45 V25 V45 V45 V45

 Quercus mongolica IV+4 IV+2 V+4 IV+2 V15 V+3

 Rhus trichocarpa III+2 IV+2 V+2 V12 IV+2 V+1

 Lindera obtusiloba III+2 IV+1 IV+2 V+1 IV+1 IV+2

 Lespedeza maximowiczii II+1 II+1 V+2 IV+1 IV+1 IV+3

 Quercus serrata IV13 V13 II+3 III+3 IV+2 II+2

 Spodiopogon sibiricus V+4 III++ II++ I22 I++ IV+1

 Aster scaber IIIr+ IIIr+ IVr+ IIIr+ I++ IIIr+

 Fraxinus sieboldiana III+2 III+1 III+2 II+1 II12 III+2

2. Quercus variabilis V+3 V14 · I+2 I++ ·

3. Betula davurica · · V13 · I11 ·

4. Acer pseudo-sibolianum V+1 · II+1 V+2 III+1 ·

5. Sasa borealis · · · · V25 ·

Companion species group;

Fraxinus rhynchophylla IIIr1 IIr1 IVr2 III+3 II11 IIIr2

Rhododendron mucronulatum III+3 III+2 I11 III+2 I33 IIIr2

Solidago virga-aurea var. asiatica IIr+ IIr+ IIIr+ IIr+ I++ III++

Atractylodes japonica IIr+ IVr+ II++ III++ I++ II++

Lespedeza bicolor IV+3 III+1 I++ I++ · III+5

Carex humilis II+3 II+2 I+1 II+1 · III+2

Styrax obassia II+2 V+2 11 II12 I22 I+1

Potentilla freyniana II++ IIr+ II++ IIr+ I++ IIr+

Others(omitted 200spp.)

*Constancy class:(81%~100%), (61%~80%), (41%~60%), (21%~40%), (5%~20%), r(<5%); Topography: V(valley), LS(Lower slope),
R(ridge), UP(upper slope); T1(Tree), T2(subtree), S(sh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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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층위별 구성종의 중요치를 산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굴참나무군락에서 세분된 당단풍나무군인 식생단

위 1은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아교목층 이하에서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

무, 쪽동백나무, 당단풍나무, 서어나무 등의 영향력이 높

게 나타났다. 식생단위 2의 굴참나무전형군락에서는 소

나무가 교목층에서 가장 중요도 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교목층 이하에서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의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교목층의 소나무가 고사

되면 이들 참나무류로 천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식생

단위 3의 물박달나무군락은 교목층에서 소나무의 중요치

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교목층 이상에서 신갈나무,

물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영향력이 다소 높게 나타

나고 있어 소나무와 이들 수종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식생단위 4는 당단풍나무군락으로 소

나무가 교목층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아

교목층 이하에서는 신갈나무, 물박달나무, 당단풍나무, 쪽

동백나무 등의 수종들이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식생

단위 5는 조릿대군락으로 소나무가 교목층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교목층 이하에서는 신갈나무가 절

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식생단위 6은 소나무

전형군락으로 아교목층 이하에서 신갈나무를 비롯한 굴

참나무, 개벚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중요치

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전 식생단위의 교목층에서 소나무

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식생단위 3에서

는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신갈나무, 물박달나무, 물푸레나

무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아교목층 이하에서는 소나

무의 중요치가 상당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차후 자연상태에서 교목층의 소나무가 고사하면 신갈나

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로 천이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3. 임분구조 분석

각 식생단위별 임분구조를 분석하여 Table 2에 나타냈

다. 6개 단위 중 4개단위가 V영급이었으며, 6영급과 7영

급이 각각 1개 단위로 나타났다. 

식생단위 1에 생육하는 소나무는 VII영급으로 분석되

었으며, 임목밀도는 348본/ha로 나타났다. 임분의 상층부

를 우점하는 소나무의 평균흉고직경과 평균수고는 각각

44.1 cm와 17.6 m였으며는데, 흉고직경은 모든 식생단위

중 가장 컸으며, 임분밀도 348본/ha, 흉고단면적 55.1 m2/

ha, 재적 393 m3/ha, 수관면적 258.5 m2/ha를 보였다. 하

층에는 굴참나무와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가 우

점하고 있었다. 

식생단위 2는 소나무가 VI영급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흉고직경과 수고가 각각 32.6 cm와 15.4 m인 개체목이

임목밀도 448본/ha으로, 흉고단면적과 재적, 수관면적이

각각 37.4 m2/ha, 277.4 m3/ha, 664.5 m2/ha를 나타냈다.

하층우점수종은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우점하고 있어서

항후 중층 및 상층부로 생장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것

으로 사료된다. 

식생단위 3에 분포하는 소나무는 V영급으로 임목밀도

는 446본/ha였으며, 흉고직경과 수고는 각각 30.7 cm와

15.0 m로 나타났다. 소나무의 흉고단면적은 34.0 m2/ha,

재적은 215.0 m3/ha, 수관면적은 662.4 m2/ha였으며, 하층

에는 물박달나무와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었다. 

식생단위 4의 소나무도 V영급으로, 상층 소나무의 흉

고직경은 34.7 cm였으며, 수고는 19.3 m로 가장 높았다.

임목밀도는 398 본/였으며, 흉고단면적과 재적, 수관면적

이 각각 34.9 m2/ha, 276.5 m3/ha, 574.3 m2/ha으로 나타

났다. 하층식생으로는 당단풍나무와 신갈나무, 층층나무

가 소나무와 공간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식생단위 5는 V영급의 소나무가 임목밀도 398본/ha, 흉

고직경 32.7 cm, 수고 16.7 m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흉고

단면적과 재적, 수관면적이 각각 33.8 m2/ha, 234.2 m3/

ha, 505.1 m2/ha으로 나타났다. 하층에는 주로 신갈나무

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졸참나무와 느릅나무, 소나무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구조로 천이가 진행되면, 차후 활

엽수에 의해 소나무가 피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

상된다.

식생단위 6은 소나무 전형군락으로 임령 V영급의 소

나무가 697본/ha으로 가장 많은 본수를 보였다. 흉고직경

은 26.1 cm, 수고는 16.3 m였으며, 흉고단면적은 38.7

m2/ha, 재적은 275.1 m3/ha, 수관면적은 808.7 m2/ha으로

나타났다. 

4. 연륜생장 특성

Figure 2는 각 식생단위에서 개체목의 연륜생장을 나타

낸 것이다. 모든 식생단위에서 소나무는 수령 증가에 따

라 생장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목의 기본생리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광수 등

(2009)이 연구한 결과와 같이, 소나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활엽수에 의한 영향과 체계적인 소나무림 관리의 부재에

의한 결과로도 판단된다. 소나무의 연간 연륜 생장을 보

면 수령 10년까지 생장이 증가하였는데, 평균 4.5정도 생

장하였다. 이후, 수령 30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30

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상섭과 박완근(1988)이 소나무의 직경생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다 수령 30년을 전후하여(1973년~1975년) 양

호한 생장량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였는데, 한상섭과

박완근(1988)은 이에 대해 다른 시기에 비해 특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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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장령기에서의 연륜생

장량은 대경목 생산을 위한 임분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강우량 및 일조

량 등 기후를 포함하여 생장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동섭 등(2005)

은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 5개 수종(Larix leptolepis,

Pinus rigida, Pinus koraiensis, Robinia pseudo-acasia,

Quercus acutissima)의 연륜생장량을 분석한 결과, 수령

13년을 전후하여 연륜생장량이 감소하며, 연륜생장량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령 13년 이전 간벌이 필요하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나무의 연륜생장은 수령 10년

을 전후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연륜생장량 촉진을 위한

어린나무가꾸기 등이 그 이전에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소나무에 비해 참나무류를 비롯한 활엽수류는 수

종마다 수령별 연륜생장량의 변이가 심했으며, 소나무와

같이 수령 증가에 따라 연륜생장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

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종 간 생장특성에 더해

활엽수류의 수령이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식생단위별 임분과 임목의 생장 및 형질특징

Table 1에 의하면, 식생단위 III인 당단풍나무군락과 IV

인 소나무 전형군락이 25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고려인

자 대부분이 고르게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식

생단위 I, II로 구성된 굴참나무군락과 III인 물박달나무

군락은 생장량, 생장율, 하층소나무 임분의 상태 등이 다

른 군락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하층식생을 제거하여 소나무의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소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시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임목의 형질을 식생단위별로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의 군락에서 h/d값, 지하율, 수간형질, 수관형질은 우세하

였으나, 굴참나무군락에서 h/d값, 지하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값을 향상시킴으로써 임목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업적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6. 식생단위별 시업적 접근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목생장과 형질을 고려한 지

속적인 소나무임분의 유지를 위한 임분유형별 식생단위

별 시업적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굴참나

무군락의 당단풍나무군은 가지치기, 혼효율조절, 갱신상

조성, 치수유도, 전형군은 가지치기, 혼효율조절, 하층소

나무 생장촉진 등의 방법이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물박달나무군락은 하층경쟁목제거, 치수유

도, 조릿대군락은 하층식생인 조릿대의 제거, 적정임분밀

도 유지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며, 당단풍나무군락과 소

나무전형군락은 우량대경재생산을 위한 우선 시업대상

지로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 식생단

위에서 공통적으로 참나무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소나무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 참나무류 위주의 시

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강원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소나무림이 굴참나무군락,

물박달나무군락, 당단풍나무군락, 조릿대군락으로 유형

Figure 2. Species importance value according to vegetation units in Pinus densiflora forest in the study area.

(Pd: Pinus densiflora, Qm: Quercus mongolica, Qv: Quercus variabilis, Qs: Quercus serrata, Bd: Betula davurica, Ta : Tilia
amurensis, Pl: Prunus leveill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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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 structure of Pinus densiflora forest.
(Pd : Pinus densiflora, Qv : Quercus variabilis, Qs : Quercus serrata, Qm : Quercus mongolica, Bd : Betula  davurica, Ap : Acer pseudosi-
bolianum, Ud : Ulmus davidiana, Cc : Cornus controversa)

Vegetation 
Unit

Layer Species
No. of 
tree/ha

Average 
DBH(cm)

Average 
height(m)

Basal
area(m2/ha)

Volume
(m3/ha)

Crown
area(m2/ha)

Age 
class

I

Upper Pd 348 44.1 17.6 55.1 393.0 258.5

VIIUnder 

Qv 696 7.4 6.1 3.01 9.02 101.56

Qs 249 6.8 5.6 0.91 2.59 38.68

Qm 100 7.0 6.0 0.39 1.18 14.67

Total 1,393 59.41 405.79 413.41

II

Upper Pd 448 32.6 15.4 37.4 277.4 664.54

VUnder 

Qv 149 16.3 9.5 3.1 12.9 189.42

Pd 150 14.3 7.3 2.4 12.7 171.05

Qs 50 18.0 9.4 1.3 4.8 68.80

Qm 50 10.0 5.4 0.4 1.0 67.97

Total 847 44.6 308.8 1,161.78

III

Upper Pd 446 30.7 15.0 33.98 215.0 662.4

VUnder 
Bd 64 7.0 5.9 0.25 0.7 80.4

Qm 149 11.2 6.9 1.06 3.6 143.2

Total 659 35.29 219.3 886

III

Upper Pd 348 34.7 19.3 34.83 276.5 574.3

VUnder 

Ap 50 6.0 5.6 0.14 0.4 63.1

Qm 100 6.5 6.6 0.33 1.1 122.2

Pd 50 7.8 7.7 0.23 0.5 55.6

Cc 50 8.0 6.4 0.25 0.7 64.4

Total 598 35.78 279.2 879.6

IV

Upper Pd 398 32.7 16.7 33.79 234.2 505.14

VUnder 

Qm 199 11.0 7.6 2.00 6.8 247.79

Qs 50 9.00 5.9 0.32 0.9 57.77

Pd 50 7.8 7.7 0.24 0.5 51.62

Ud 50 8.0 5.1 0.25 0.6 59.70

Total 747 36.6 243 922.02

VI

Upper Pd 697 26.1 16.3 38.67 275.14 808.69

VUnder 
Bd 50 15.7 10.2 0.96 4.63 63.45

Qm 50 10.5 8.3 0.43 1.63 59.69

Total 797 40.06 281.4 931.83

Figure 3. Annual ring growth(ARG) of sample trees. 

(A: Pinus densiflora, B: Broad-leaves species) in each vegetation unit (Qm: Quercus mongolica, Qs: Quercus serrata, Qv:
Quercus variabilis, Bd: Betula davrica, Cc: Carpinus contro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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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었다. 이것은 이지역의 소나무가 햇빛을 많이 받는

척박하고, 과거 인위적 또는 자연적 교란이 있던 사면

중·상부 다소 건조한 곳에 분포하거나, 또는 북사면의

적윤한 사면하부나 계곡부 그리고 적윤비옥한 사질양토

등에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요치 분석 결과 굴참나무군락은 소나무림에서 참나

무류 등의 활엽수림으로 경쟁을 통한 천이가 진행 중이

거나 소나무림이 쇠퇴하고 있는 군락을 대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층위별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물박달나

무군락을 제외하고 전 식생단위에서 소나무가 교목층에

서 80%이상의 우점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교목층 이하

에서는 소나무의 중요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

박달나무군락에서 교목층에서 소나무의 중요치가 66%,

신갈나무, 물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활엽수종 등이

34%로 소나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상태에서 교목층의 소나무가 고사하면 신갈나무, 졸참나

무, 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로 천이될 것으로 생각되었

다. 강원남부지역의 천연소나무림은 임분유형에 따라 다

양한 생장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각 임분마다 소나무와

경쟁목인 활엽수의 생장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별화

된 시업적 접근이 필요하며, 소나무 수령 10년 이전에 간

벌을 실시하여 직경생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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