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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ZM방식을 응용하여 울릉도에 자생하는 침엽수류(향나무, 섬잣나무, 솔송나무, 회솔나무) 유존군락의 분포유

형을 구분한 다음, 이들 분포유형별 구성종의 중요치와 개체목들의 생장특성을 토대로 생태적 관리방안을 검토하였

다. 1. 울릉도에 자생하는 침엽수류의 분포유형은 해안식생(SV)과 산지식생(MV)으로 대별할 수 있었으며 해안식생

은 해안절벽지 분포형(J-SC)과 해안절벽지 능선부 분포(J-SR)형으로 구분되었다. 산지식생은 회솔나무림과 섬잣나무·

솔송나무림으로 구분되었으며, 회솔나무림은 암석지 분포형(Ta-R)과 사면부 분포형(Ta-MS)으로 구분되었다. 섬잣나무·

솔송나무림은 암석지 분포형(P·T-R), 사면상부·능선부 분포형(P·T-UR) 및 사면부 분포형(P·T-MS)으로 구분 되

었고, 사면상부·능선부 분포형은 제1아유형(1sub-type)인 솔송나무 우점임분, 제2아유형(2sub-type)인 회솔나무 우점

임분, 제3아유형(3sub-type)인 섬잣나무·회솔나무·활엽수류 혼효임분으로 구분되었다. 2. 해안식생인 향나무림 중

제1분포형인 해안절벽지 분포형(J-SC), 산지식생인 회솔나무림중 제1분포형인 암석지 분포형(Ta-R), 섬잣나무·솔송

나무림 중 제1분포형인 암석지 분포형(P·T-R)은 지형적 극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해안식생인

향나무림 중 제2분포형인 해안 절벽지 능선부 분포형(J-SR), 산지식생인 회솔나무림 중 제2분포형인 사면부 분포형

(Ta-MS)과 섬잣나무·솔송나무림 중 제2분포형인 사면상부 능선부 분포형(P·T-UR) 및 제3분포형인 사면지 분포형

(P·T-MS)은 천이도중상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지형적극상을 이루고 있는 향나무림, 회솔나무림, 섬잣나무림, 솔

송나무림은 천이에 맡겨두고 천이도중상의 분포형에 대해서는 치수의 생장과 치묘 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숲가꾸

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솔송나무림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중용수이며 종자의 순량율이 1~2%인

점을 감안하여 숲틈(gap)의 형성외에 인공조림을 실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었다. 4. 곰솔림의 경우 강한 간벌과 가

지치기를 이용하여 틈을 조성한 후 섬잣나무, 솔송나무, 회솔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우산고로쇠 등으로 군상혼효

림을 조성하는 것이 울릉도 자연식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Abstract: Distribution types of native conifers (Juniperus chinensis, Pinus parviflora, Tusga sieboldii and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 were studied by phytosociological investigation and ZM method in Ulleung Island, South

Korea. Two main types were divided maritime vegetation (Juniperus chinensis forest) and mountain vegetation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 forest and Pinus parviflora-Tusga sieboldii forest). The former was divided into sea cliff

distribution (J-SC) and sea ridge distribution (J-SR) type. The latter was classified 7 distribution types;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 forest was rock distribution (Ta-R) and mountain slope distribution (Ta-MS) type, and Pinus

parviflora-Tusga sieboldii forest was rock distribution (P·T-R), upper and ridge distribution (P·T-UR, 3 units

sub-types:1sub, 2sub, 3sub), and Mountain slope distribution (P·T-MS) type. It was considered that J-SC, Ta-

R, and P·T-R were maintained by topographic climax, but J-SR, Ta-MS, P·T-UR and P·T-MS were the process
of vegetation succession. Distribution types of topographic climax are entrusted to process of vegetation

succession. Types in the process of vegetation succession will be needed tending of forest to promote sap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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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and seedlings germination. Especially in order to restore Tsuga sieboldii forest should be afforest and

make forest gap because It is mid shade tolerant tree and purity percentage of its seed is 1~2%. It was considered that

the composition of group mixture forest constituted Pinus parviflora, Tsuga sieboldii, Taxus cuspidata, Camellia

japonica, Machilus thunbergii and Acer okamotoanum, etc. will be able to restore native vegetation, after take

the form of forest gap by strong thinning and pruning of Pinus thunbergii forest.

Key words : Juniperus chinensis, Pinus parviflora, the relict conifer community, the approach for the ecological manage-

ment,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 Tusga sieboldii, Ulleung-Island

서 론

울릉도는 신생대의 중신세로부터 홍적세에 걸쳐 생성

된 화산섬으로 72.4 km2의 면적과 최고봉이 983.6 m에

불과하지만 육지와의 격리, 험준한 지형 및 온난 다습한

기후 등으로 너도밤나무, 우산고로쇠 등 30여 종의 특산

식물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유

일하게 섬잣나무, 솔송나무, 향나무, 회솔나무 유존군락

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4종류의 침엽수류는 울릉도 원

식생의 주요한 구성 종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울릉도 개

척시대 이래 건축용재, 어선건조용재, 임산연료 및 농경

지확보를 위한 개간 등으로 많이 훼손되었으며, 오늘날

에는 해안절벽지와 급경사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지형에서만 유존군락(Relict community)으로 남

아 있다.

이들 유존군락의 현황분석과 군락생태학적 연구로써

양인석(1956), 안건용(1971), 김성덕 등(1986), 홍성천 등

(1990; 2004), 김종원 등(1996), 이미정 등(2000), 조현제

등(1993; 1996), 이중효(2005; 2006)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유존군락이 식생천이 과정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군락으로 관리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태적 관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유존군락의 분포유형

과 생장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생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지 개황 및 조사방법

1. 조사지 개황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동경 130° 47' 37"~130° 56' 02",

북위 37° 27' 02"~37° 33' 01"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217 km, 강원도 후포에서

159 km 거리의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지형이 험준하여 경사 30o 이상이 55%나 되며, 10o 이

하의 완경사지는 6.8%에 지나지 않으며, 섬 주위는 절벽

지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다.

모암은 현무암과 조면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토성

은 대부분 사질양토이다. 토양의 층위 발달이 미약하며 심

토부에는 석력(石礫)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강수시에는 보

수력이 미약하지만 식물생육에 필요한 N, P, K 3원소와

미량원소의 함량이 풍부한 편이다. 산성도는 pH 5.2~5.6

의 약 산성을 나타낸다. 

울릉도의 기후는 바람이 강하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리

며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다소 따뜻한 온난 습윤 기

후구에 속한다. 연평균 기온은 12.3oC로써 최한월인 1월

평균기온은 0oC이상이고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이

24oC를 넘지 않는다. 연강수량은 1,236 mm로 적설일수

는 약 70일, 연평균 적설량은 약 100 cm 이지만 2 m가

넘는 경우도 있다. 강수량이 적은달은 3, 4월로 각각

68.8 mm, 75.6 mm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수량이 많은

달은 7, 8, 9월로 각각 125.6 mm, 148.0 mm, 150.7

mm를 나타낸다. 11월~2월의 강수량은 대부분 강설의 형

태를 띤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550여 종류의 식물종이 분포하고 있

다(홍성천 등, 2002). 성인봉을 비롯한 섬 중심부 사면부에

는 너도밤나무, 섬벚나무, 우산고로쇠, 섬피나무 등의 혼

효림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능선부의 척박지와 암석지

일부에는 섬잣나무, 솔송나무 군락이, 해안 절벽 암석지에

는 향나무, 느티나무 군락이, 북쪽 사면부와 저지대에는 유

존종인 회솔나무가 산생하고 있다. 해발 500 m 이하의 사

면부와 계곡부의 일부에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감탕나무,

참식나무, 검팽나무, 사철나무, 이대 군락 등이 분포하는

등 울릉도에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지형과 입지

에 따라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식물분포학상 특징으로는

울릉도에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낙엽성 참나무류

(Quercus spp.)와 진달래과의 식물종 중에서는 만병초

(Rhododendron brachycarpum)만이 분포한다. 그리고 해발

500 m 이하의 완만한 경사지 산림은 대부분 농경지로 개

간되었으며, 경사 30~40° 사이에는 곰솔 인공조림지가 우

점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유존군락의 분포유형 구분과 생태적 관리에 필수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2010년 9월

사이 12회에 걸쳐 Figur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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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출현하는 임분에 총 81개의 방형구(10 m×10 m)

조사를 실시하였다.

야외조사는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 방법에서 사용되

는 조사야장을 응용하여 각 방형구의 지형, 해발, 방위,

경사, 각 방형구에 출현하는 식물종을 계층별로 교목층

(T1), 아교목층(T2), 관목층(S), 초본층(H)으로 구분하여

식피율 및 수고의 기록과 동시에 Braun- Blanquet 방법

에 따라 각종의 우점도와 군도를 측정하는 외에 매목조

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각 방형구의 관목층과 초본층에 출현하는 향나무,

섬잣나무, 솔송나무와 회솔나무의 치수와 치묘의 출현 여

부에 유의하였다. 

Ellenberg(1956)의 표조작법을 응용하여 분포유형을 구

분하였으며, 일치법(Coincidence method)에 의거하여 지

형, 해발 및 방위와의 상관관계 외에 계층별 식피율과 치

수, 치묘의 출현정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직경, 수고 및

연륜심을 측정하여 흉고직경과 수고생장과의 상관관계 및

생장회귀선을 산출하였다. 이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울

릉도 자생 침엽수류 유존군락에 대한 생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울릉도에 자생하는 침엽수류(향나무, 회솔나무, 섬잣나

무, 솔송나무)유존군락의 분포유형은 분포지의 차이로 해

안의 절벽지에서 우점하고 있는 해안식생(Seaside

vegetation : SV)과 산지의 사면부, 능선부. 암석지에서 우

점하고 있는 산지식생(Mountain vegetation : MV)으로 대

별되었다(Table 1, Figure 1). 

해안식생인 향나무림(J-forest)은 지형과 종 조성의 차이

로 해안절벽지 분포형(J-SC type)과 검팽나무, 동백나무, 섬

벚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는 해안 절벽지 능선부 분포

형(J-SR type)으로 구분되었다. 향나무림이 해안식생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유는 향나무가 소나무, 측백나무처럼 양

수성 수목으로서 양호한 입지조건에서 활엽수류와 함께

자랄 경우에는 활엽수류가 향나무보다 생장이 빠름으로

서 활엽수류에 의해 향나무가 피압될 뿐만 아니라 활엽수

류의 비음으로 향나무의 치묘발생과 치수생장이 어렵기

때문에 아극상으로 생존하는 생태적 특성과 향나무가 극

상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활엽수들이 잘

자랄 수 없는 척박지나 암석지에서 지형적 극상으로 생존

Figure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Black marks (dots) indicate the sampled 81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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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getation distribution types of relict conifer community in Ulleung-Island.

*Other companion taxa: Zelkova serrata J-SC(1-1), Ta-R(1-1), Ta-MS(r2-2); Silene takesimensis J-SC(+-+), J-SR(+-+), Ta-R(1-1); Miscanthus sinensis for. purpurascens J-
SC(+-+), Ta-MS(r2-2), 3sub(+-+); Matteuccia orientalis Ta-MS(r-1), 1sub(r-r), 2sub(+-+); Carex japonica Ta-MS(r-+), 3sub(1-1), P·T-MS(+-2); Pyrola japonica Ta-R(r-r),
Ta-MS(r-+), P·T-MS(r-+); Goodyera schlechtendaliana Ta-R(r-r), P·T-R(+-1), P·T-MS(r-+);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Ta-R(+-+), Ta-MS(+-+), P·T-MS(+-2); Bot-
rychium multifidum var. robustum Ta-R(r-r), Ta-MS(r-+), 2sub(r-r); Arisaema. takesimense Ta-MS(r-+), 2sub(+-+), 3sub(r-r); Campanula takesimana Ta-R(+-+), Ta-MS(r-+),
P·T-MS(+-+); Ophiopogon japonicus 1sub(+-+), 2sub(r-r), P·T-MS(r-r); Polystichum tripteron Ta-MS(r-1), P·T-R(+-+), 2sub(+-+);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Ta-
MS(r-+), 1sub(r-r), 2sub(+-+); Carex breviculmis Ta-MS(rr-r), 1sub(1-1), 3sub(r-r); Trillium tschonoskii Ta-MS(r-1), 2sub(+-+), 3sub(r-r); Thymus quinquecostatus var.
japonica J-SR(+-1), Ta-MS(r1-1); Crypsinus hastatus Ta-R(1-1), P·T-R(3-3); Phellodendron insulare Ta-R(1-1), Ta-MS(2-3); Kalopanax pictus Ta-MS(r-2), P·T-MS(r-1);
Morus bombycis Ta-R(1-1), Ta-MS(r-2); Cotoneaster wilsonii J-SR(+-+), Ta-MS(r1-1); Aucuba japonica 2sub(1-1), 3sub(+-+); Neolitsea sericea 2sub(+-+), P·T-MS(+-+);
Osmunda japonica P·T-R(+-+), P·T-MS(r-+); Adiantum pedatum Ta-MS(r-+), 2sub(+-+); Tripterospermum japonicum Ta-MS(r+-+), P·T-MS(+-+); Vitis coignetiae Ta-
MS(r+-+), 2sub(+-+);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Ta-R(1-1), Ta-MS(r+-+); Athyrium yokoscense Ta-MS(+-+), P·T-MS(+-+); Veronica nakaiana Ta-R(+-+), Ta-
MS(r+-+); Goodyera maximowicziana 2sub(+-+), 3sub(r-1); Polystichum braunii Ta-MS(+-1), P·T-MS(+-+); Oplismenus undulatifolius Ta-MS(+-+), P·T-MS(+-+); Polysti-
chum retroso-paleaceum var. coraiense Ta-MS(+-1), P·T-MS(+-+); Sanicula chinensis Ta-MS(+-1), P·T-MS(+-+); Aster scaber Ta-MS(+-+), P·T-MS(r-r); Viola verecunda
Ta-MS(+-1), P·T-MS(r-r); Lilium lancifolium J-SC(r-+), J-SR(r-r); Bromus japonicus J-SC(+-+), J-SR(1-1); Euonymus japonicus J-SR(+-+); Cornus macrophylla Ta-MS(r1-
1); Hovenia dulcis Ta-MS(2-4); Ulmus laciniata Ta-MS(1-2); Actinidia arguta Ta-MS(+-1); Cornus controversa Ta-MS(+-2); Lonicera insularis J-SR(1-1); Abelia insularis
J-SR(1-1); Daphniphyllum macropodum 1sub(1-1); 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Ta-MS(+-+); Alangium platanifolium var. macrophylum Ta-MS(r1-1); Weigela sub-
sessilis Ta-MS(+-+); Viburnum wrightii P·T-MS(+-+); Spiraea blumei Ta-MS(r1-1); Syringa velutina var. venosa 1sub(1-1); Machilus thunbergii 1sub(1-1); Thalictrum aqui-
legifolium J-SR(+-+); Sedum polystichoides J-SR(+-+); Cytomium fortunei J-SC(r-r); Artemisia japonica J-SR(+-+); Celtis jessoensis Ta-MS(1-5); Actinidia polygama Ta-
MS(r1-1);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a Ta-MS(+-+);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Ta-MS(+-+); Wasabia koreana Ta-MS(+-4); Asplenium scol-
opendrium Ta-MS(rr-r); Osmorhiza aristata Ta-MS(+-1); Rubia akane Ta-MS(rr-r); Liparis krameri Ta-MS(rr-r); Asplenium scolopendrium 3sub(r-r); Viola dissecta var.
chaerophylloides Ta-MS(r1-1); Valeriana officinalis var. latifolia P·T-MS(+-+); Aralia continentalis Ta-MS(rr-r); Potentilla dickinsii Ta-M(Sr1-1); Gynostemma pentaphyl-
lum Ta-MS(r-1);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Ta-MS(r1-1); Adenocaulon himalaicum Ta-MS(+-+); Viola selkirkii Ta-MS(r+-+); Cirsium nipponicum Ta-
MS(+-1); Dryopteris saxifraga P·T-R(+-+); Geum japonicum Ta-MS(+-+); Dryopteris lacera Ta-R(+-+); Botrychium japonicum Ta-MS(+-+); Adenophora erecta 3sub(+-2);
Arabis stelleri var. japonica Ta-R(+-+); Athyrium acutipinnulum Ta-MS(r-2); Rubus takesimensis Ta-MS(r+-+); Achyranthes japonica Ta-MS(+-+); Urtica thunbergiana Ta-
MS(+-+); Disporum smilacinum Ta-MS(r+-+); Polygonatum robustum Ta-MS(r1-1); Reynoutria sachalinensis Ta-MS(+-1); Viola woosanensis Ta-MS(r2-2); Dendranthema
zawadskii var. lucidum Ta-MS(r3-3); Persicaria filiforme Ta-MS(+-+); Dennstaedtia hirsuta P·T-R(1-1); Boehmeria spicata Ta-MS(rr-r); Athyrium conilii Ta-MS(+-1); Gym-
nadenia cmtschatica Ta-MS(r-r);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Ta-MS(r+-+); Disporum viridescens Ta-MS(r-+); Viola kusanoana Ta-MS(r-1); Farfugium
japonicum P·T-MS(+-+); Cryptotaenia japonica Ta-MS(r1-1).
*Constancy class: V(81%~100%), (61%~80%), (41%~60%), (21%~40%), (5%~20%), r(<5%).
*Abbreviation: SV: Seaside vegetation, MV: mountain vegetation, J: Juniperus chinensis, Ta: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 PT: Pinus parviflora·Tsuga sieboldii, J-SC:
Juniperus chinensis-Sea Cliff distribution type, J-SR: Juniperus chinensis-Sea Ridge distribution type, TA-R: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Rock distribution type, TA-
MS: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Mountain Slope distribution type, P·T-R: Pinus parviflora·Tsuga sieboldii-Rock distribution type, P·T-UR(1, 2, 3sub): Pinus parvi-
flora·Tsuga sieboldii-Upper and Ridge distribution type(1, 2, 3sub-type), P·T-MS: Pinus parviflora·Tsuga sieboldii-Mountain Slope distribu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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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생태적 특성 및 강한 해풍에 견뎌내는 내

염성과 직근성으로서, 내건성을 갖고 있는 등 생태적 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사람의 접근이 가

능한 지형의 향나무림은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으며 오늘

날에는 섬주위 해안절벽지에 유존종으로 산생하고 있으

며 한때는 지형적 극상으로 우점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산지식생은 지형과 종 조성의 차이로 회솔나무림(Ta-

forest)과 섬잣나무· 솔송나무림(P·T-forest)으로 대별되었

으며, 회솔나무림은 지형과 종조성의 차이로 섬잣나무, 솔

송나무 등과 함께 자라고 있는 암석지 분포형(Ta-R type)

과 사면부에서 너도밤나무, 우산고로쇠 등 활엽수림의 하

층에서 치수로 산생 또는 군생하여 자라고 있는 사면부

분포형(Ta-MS type)으로 구분되었다. 회솔나무림이 암석

지에서부터 활엽수림의 하층에 까지 치수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적습지에서부터 건조한 암석지에까지 자랄 수 있

는 생태적 적응력과 음수성인 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 세기 전 벌채된 그루터기와 주민들의 증언

및 회솔나무의 자연수명을 고려할 때, 성인봉 북쪽 사면

부와 산기슭에는 너도밤나무, 섬벚나무, 우산고로쇠 등과

함께 지형에 따라 군상 또는 산생으로 우점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현재의 유존군락은 천이도중상

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섬잣나무·솔송나무림(P·

T-forest)은 종조성상 유사한 분포유형이었으며 지형에 따

라 산지의 암석지에서 우점하고 있는 암석지분포형(P·T-

R type), 사면상부와 능선부에서 우점하고 있는 사면상부·

능선부 분포형(P·T-UR type), 토양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사면 중부 이하에서 우점하고 있는 사면부 분포형

(P.T-S type)으로 구분되었다. 직근성이며 음수성인 섬잣나

무와 천근성이며 중용수인 솔송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활

엽수류와 비교하여 척박지에 강한 생태적 특성 및 긴 자

연수명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섬잣나무, 솔송나무

림은 암석지와 척박지에서 지형적 극상으로 우점하는 외

에 회솔나무와 활엽수들과 함께 군상 또는 산생으로 우점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유존군

락은 천이도중상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섬잣나무·솔송나무림의 사면상부·능선부 분포형(P.T-

UR type)은 종조성의 우점도에 따라 섬잣나무림이 우점

하고 있는 제1아유형(1sub-type), 솔송나무림이 우점하고

있는 제2아유형(2sub-type), 섬잣나무, 솔송나무, 활엽수류

가 혼효되어 있는 제3아유형(3sub-type)로 구분되는 등 울

릉도에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류(향나무, 회솔나무, 섬잣나

무, 솔송나무)는 총 7종류의 분포유형과 3종류의 아유형

으로 구분되었다.

Table 2는 구분된 식생분포유형에 대하여 계층별 중요

치를 나타낸 것으로 향나무림의 제1분포유형인 해안절벽

Figure 2. Correlation distribution diagram with altitude (above), topology (left below) and aspect (right below) by 9 vegetation
distribu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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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포형(J-SC)에서는 향나무가 대부분 아교목층과 관목

층에 분포하고 있으며, 보리밥나무, 섬괴불나무 등이 산생

하고 있다. 초본층에는 밀사초, 섬기린초, 섬포아풀, 해국,

비쑥, 억새, 섬백리향, 바위채송화, 제비쑥 등 건조에 강한

양수성인 초본류가 분포하고 있다. 

향나무림의 제2분포유형인 해안 절벽지 능선부 분포형

(J-SR type)의 교목층에는 섬벚나무, 검팽나무가 함께 분

포하고 있으며 관목층에는 사철나무, 섬조릿대, 보리밥나

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다. 초본층에는 섬기린초, 울릉장

구채 등이 분포하고 있다. 

9개의 방형구 조사구 중 5개의 조사구에서 향나무 치수

가 출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경쟁목의 활엽수만 제거

해 주면 비록 세월이 걸린다 해도 지속가능한 향나무림으

로 재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회솔나무림 중 제1분포유형인 암석지 분포형(Ta-R type)

은 섬잣나무, 솔송나무도 함께 출현하고 있다. 사면부 분

포형(Ta-MS type)의 교목층에는 너도밤나무, 우산고로쇠,

등수국, 섬벚나무, 마가목이 우점하고 있었으며, 아교목층

에는 너도밤나무, 쪽동백나무, 섬단풍나무, 우산고로쇠, 난

티나무, 관목층은 회솔나무, 쪽동백나무, 말오줌나무, 섬

쥐똥나무, 섬단풍나무, 우산고로쇠, 줄사철나무, 초본층에

는 일색고사리가 우점하는 가운데 산마늘, 섬노루귀, 십자

고사리, 관중, 선갈퀴, 큰졸방제비꽃, 밀나무, 노루발, 콩제

비꽃 등이 출현하였다.

회솔나무가 출현하는 72개의 방형구 조사구중 교목층

에서 회솔나무가 우점하는 조사구는 1곳 뿐이었다. 아교

목층에서 28개 조사구, 관목층에서 63개 조사구, 초본층

에서 12개 조사구에서 회솔나무가 출현하고 있는 점과 회

솔나무의 내음성과 생태적 적응범위를 고려할 때 회솔나

무림의 사면부 분포형은 천이도중상에 있으며, 햇볕을 받

을 수 있는 공간(gap)을 만들어 주면 너도밤나무, 섬벚나

무, 우산고로쇠 등의 활엽수와 군상 또는 산생 혼효림으

로 극상을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산지식생 중 섬잣나무·솔송나무림의 제1분포유형인

암석지 분포형(PT-R type)의 교목층에서는 섬잣나무, 솔송

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관목층에는 줄사철, 우산고로쇠,

섬벚나무 등의 치수와 섬잣나무, 솔송나무의 치수가 산생

하고 있다. 

제2분포유형인 사면상부·능선부 분포형(PT-UR type)

의 제1아유형(1sub-type of PT-UR type)은 섬잣나무가 우

점하고 있는 임분으로 교목층은 섬잣나무, 마가목 등이 우

점하고 있으며 아교목층은 마가목, 섬피나무, 섬잣나무,

섬단풍나무, 너도밤나무 등이, 관목층에서는 솔송나무, 섬

단풍나무, 우산고로쇠, 동백나무, 너도밤나무, 섬잣나무,

마가목, 섬쥐똥나무, 송악, 자금우 등이 분포하였고 초본

층에서는 관중, 섬노루귀, 산마늘, 큰두루미꽃, 미역고사

리, 울릉미역취 등이 산생하였다.

섬잣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17개 조사구 중 아교목층에

서 16개 조사구, 관목층에서 6개 조사구, 초본층에서 1개

조사구에서 섬잣나무가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제

1아유형은 당분간 지형적 극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

로 추론되었다.

솔송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제2아유형(2sub-type of PT-

UR type)의 교목층에는 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아교목층에는 솔송나무, 섬피나무,

마가목, 너도밤나무, 섬잣나무 등이 분포하고 관목층에는

동백나무, 솔송나무, 우산고로쇠, 섬단풍나무, 너도밤나무,

마가목, 섬잣나무, 섬쥐똥나무, 왕작살나무, 송악, 섬쥐똥

나무, 등수국 등이 산재하였으며 초본층에는 큰두루미꽃,

울릉미역취, 관중, 미역고사리, 산마늘, 섬노루귀 등이 출

현하였다.

솔송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7개 조사구 중 아교목층에서

6개 조사구, 관목층에서 5개 조사구에서 솔송나무가 출현

하고 있으나 초본층에서는 출현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

Table 2. Importance value matrix of major species in vegetation distribu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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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제2아유형인 솔송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임분은 섬잣

나무와 활엽수 혼효림으로 천이해가는 천이도중상인 것

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제3아유형(3sub-type of PT-UR type)인 섬잣나무·솔송

나무·활엽수류 혼효분포형의 교목층에는 너도밤나무, 섬

잣나무, 솔송나무, 섬벚나무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아교목

층에는 솔송나무, 회솔나무, 너도밤나무, 마가목, 섬단풍

나무, 섬피나무, 관목층에는 섬잣나무, 회솔나무, 너도밤

나무, 만병초, 쪽동백나무, 등수국, 분단나무, 섬피나무, 마

가목, 초본층에는 큰두루미꽃, 울릉미역취, 미역고사리, 등

수국, 호자덩굴, 섬바디, 눈개승마, 섬쑥부쟁이, 산마늘, 고

사리삼, 노루발 등이 출현하였다.

10개의 방형구조사구 중 7개 조사구의 아교목층과 관목

층에서는 솔송나무가 출현하고 있으나, 초본층에서는 출

현하지 않고 있는 점과 섬잣나무가 교목층과 아교목층에

서만 출현하고 있으며 관목층과 초본층에서는 출현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공간(gap)이 형성되지 않으면 제

3아유형은 활엽수림으로 천이해갈 것으로 사료되었다.

초본층에서 섬잣나무, 회솔나무의 치묘가 출현하지 않

는 원인은 이들 두 수종이 음수성 수목이긴 하지만 광보

상점 이하의 비음이 지속될 경우 광량 부족으로 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초본층에서 솔송나무의 치묘가 출현하

지 않는 원인은 광보상점이하의 비음 외에 성숙한 종자의

대부분이 쭉정이 종자로서 종자의 순량률이 1~2%에 지나

지 않는 등 건전한 종자의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제3분포형인 사면부 분포형(PT-S type)은 주로 성인봉

북쪽 사면부에 분포하는 유형으로 상층부에는 너도밤나

무, 섬잣나무, 섬피나무, 우산고로쇠 등이 우점하고 있으

며 관목층에 섬잣나무와 솔송나무, 회솔나무가 산생하고

있으며 초본층에는 산마늘이 우점하고 있다. 상층목의 식

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섬잣나무, 솔송나무, 회솔나무의 치

수가 쇠약해 갈 것으로 예측되며 교란이 없으면 너도밤나

무, 우산고로쇠, 섬벚나무 혼효림으로 천이해 갈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ure 3(a~d)는 향나무림 중 절벽지 능선부 분포형(J-

SR type)의 경우 식생경쟁상태와 천이경향을 예측할 목적

으로 주요 구성종에 대한 흉고직경급의 구성비율(Figure

3-a), 수고급의 구성비율(Figure 3-b), 흉고직경과 수고생

장과의 상관관계(Figure 3-c), 수령급과 직경생장과의 상

관관계(Figure 3-d)를 나타낸 것으로 절벽지 능선부 분포

형에서는 흉고직경 12~28 cm의 향나무 분포율이 높았고,

흉고직경 3~6 cm의 경우 검팽나무가 출현하였다. 흉고직

경 6~12 cm의 경우 섬벚나무, 검팽나무 등 수반종들의 분

포율이 향나무의 분포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12~18 cm

의 경우 검팽나무가 이입해 있었다. 수고급에서는 대부분

의 개체목들의 수고가 5 m 이하였다. 수고가 낮은 이유는

향나무의 생육지가 해안 절벽지의 능선부이기 때문으로

Figure 3. DBH distribution ratio (a), height distribution ratio (b), DBH-Height relationship (c) of major individuals and growth
curves and regression lines (d) of major individuals with competition relationship in J-SC type. (JUCH : Juniperus chinensis,
PRTA : Prunus takesimensis, CECH : Celtis chosen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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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직경과 수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식에서 향나무는

Y=1.4219ln(X)-1.2421로 나타났으며 흉고직경 25 cm일 때

수고는 각각 3.33 m로 생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나무

의 연직경생장은 0.031 cm, 섬벚나무는 0.128 cm로 나타

났으며 직경생장에 대한 회귀식으로 향나무는 , 섬벚나무

가 로 나타났다. 이들 개체목들의 직경급 분포비율, 수고

급별 분포비율, 직경과 수고생장관계 및 수령에 따른 생

장의 회귀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향나무림중 해안절

벽지 능선부 분포형의 경우 활엽수들이 향나무 보다 빠른

생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나무는 활엽수류에 피압되어 쇠약해질 것으로 사

료된다. 

Figure 4(a~d)는 회솔나무림 중 사면부 분포형(Ta-S

type)의 각 개체목들 간의 흉고직경급 분포비율(Figure 4-a),

수고급별 분포비율(Figure 4-b), 흉고직경과 수고와의 상

관관계(Figure 4-c), 수령별 직경생장의 회귀식을 나타낸

것으로 직경 12~49 cm에서 우산고로쇠, 섬벚나무, 난티나

무, 마가목, 너도밤나무가 분포가 5%내외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6~12 cm에서는 너도밤나무의 분포율이 20%정도

로 높았고 회솔나무는 10%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6 cm

이하에서는 회솔나무의 분포율이 20%로 높은 분포율을

나타내었다. 수고의 경우 6 m이하에서 회솔나무와 너도밤

나무의 분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흉고직경과 수고의 상관

관계에 대한 회귀식에서 너도밤나무는 Y=501513ln(X)-

5.4147, 회솔나무는 Y=1.3399ln(X)+0.4756로 각각 나타났

으며 회솔나무는 흉고직경 10 cm이하 수고 4 m이하에서

대부분 분포하고 있었다. 회솔나무와 우산고로쇠의 치묘

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숲 내 일부 교란 즉 고사목이 발생

하여 숲 틈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흉고직경이

25 cm일 때 너도밤나무의 수고는 11.16 m, 회솔나무는

4.78 m로 생장 할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연륜생장에 있

어 너도밤나무의 연직경생장은 0.133 cm, 회솔나무 0.058

cm, 마가목 0.291 cm, 우산고로쇠 0.175 cm로 회솔나무의

직경생장이 가장 작았으며 또한 너도밤나무의 생장량도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직경생장에 대한 회귀식은 너

도밤나무가 Y=0.296X0.832, 회솔나무가 Y=0.036X1.102로 나

타났다. 이들 개체목들의 직경급 분포비율과 수고급별 분

포비율, 직경과 수고와의 생장관계, 수령에 따른 회귀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개체목 중 회솔나무가 가장 느린

생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솔나무림 중 사면부 분

포형이 활엽수류들과 군생 또는 산생하면서 건전한 혼효

림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회솔나무가 어린나무 일 때

에는 내음성이 강하나 성장함에 따라 양수성으로 바뀌어

가는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회솔나무의 치수들이 건전

한 생육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ure 5(a~d)는 섬잣나무·솔송나무림의 제2유형인 사

Figure 4. DBH distribution ratio (a), height distribution ratio (b), DBH-height relationship (c) of major individuals and growth
curves and regression lines (d) of major individuals with competition relationship in type 6. (TACU : Taxus cuspidata var. latifolia,
PRTA : Prunus takesimensis, ULLA : Ulmus laiciniata, ACOK : Acer okamotoanum, SOCO : Sorbus commixta, FAEN : Fagus

crenata var. mult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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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부·능선부 분포형(P·T-UR type) 중 제3아유형(3sub-

type)에 있어 각 개체목들 간의 흉고직경급 분포비율(Figure

5-a), 수고급별 분포비율(Figure 5-b), 흉고직경과 수고급

간의 생장관계(Figure 5-c), 수령급별 직경생장의 상관관

계(Figure 5-d)를 나타낸 것으로, 본 조사지의 직경급에서

28~32 cm의 섬잣나무가 분포하며 6~28 cm에서는 섬잣나

무, 솔송나무, 너도밤나무, 우산고로쇠, 섬피나무, 마가목

등의 활엽수가 혼효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6 cm이하에서

는 섬잣나무, 솔송나무가 출현하지 않으며 대신 회솔나무

와 활엽수류가 혼효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수고급에서는

수고 12~15 m에서는 너도밤나무와 우산고로쇠가 우점하

고 있었으며 그 이하에서는 섬잣나무, 솔송나무, 활엽수류

가 함께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직경급과 수고급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식에서 너도밤

나무는 Y=4.2367ln(X)-3.0258, 섬잣나무는 Y=5.1386ln(X)-

7.146, 솔송나무는 Y=5.9235ln(X)-9.9627로 각각 나타났으

며 흉고직경이 25 cm일 때 너도밤나무의 수고는 10.61 m,

섬잣나무는 9.39 m, 솔송나무는 9.10 m로 추정 할 수 있

다. 주요 개체목의 연륜에 따른 직경생장에서 솔송나무가

0.194 cm, 섬잣나무가 0.193 cm, 너도밤나무가 0.217 cm,

우산고로쇠가 0.157 cm로 너도밤나무의 생장이 가장 높

았으며 솔송나무와 섬잣나무의 연직경생장량은 비슷한 경

향을 나타냈다. 직경생장에 대한 회귀식으로 솔송나무는

Y=0.095X1.164, 섬잣나무는 Y=0.471X0.779, 너도밤나무는

0.387X0.866, 우산고로쇠는 Y=0.470X0.741로 각각 나타났다.

섬잣나무, 솔송나무림의 제2분포유형에 속하는 제3아유

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목들의 직경급 분포비율, 수고급

분포비율, 직경 생장 및 수령에 따른 생장 회귀식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 보면 수령 40년 까지에는 수반종인 너도밤

나무, 우산고로쇠의 생장 속도가 섬잣나무, 솔송나무의 생

장 속도 보다 빠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수반종의

짙은 비음으로 섬잣나무, 솔송나무가 피압됨으로서 제3아

유형은 활엽수림으로 천이해 가는 도중상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이들 유종군락의 분포유형과, 중요치 및 생장특성을 종

합하여 보면 유종군락의 자연성 회복과 천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생태적 관리를 위해서는 향나무림의 경우 해안절

벽지 분포형(J-SV)은 자연천이에 맡겨 두어야 할 것이며,

향나무가 극양수임을 고려하여 해안절벽지 능선부 분포

형(J-SR)의 경우 향나무의 치수와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보리밥나무, 섬벚나무, 검팽나무 등을 제거해 주는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회솔나무의 경우, 암석지 분포형(Ta-R)은 천이에 맡겨

두어야 할 것이며, 사면부 분포형(Ta-MS)은 상층부의 너

도밤나무, 우산고로쇠 등 활엽수류의 높은 식피율 때문에

생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수목 내음성의 기준이 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솔나무의 치수

와 유목들이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층부의 수관조절작

Figure 5. DBH distribution ratio (a), Height distribution ratio (b), DBH-Height relationship (c) of major individuals and growth
curves and regression lines (d) of major individuals with competition relationship in PT-UR(3sub-type) type. (PIPA : Pinus

parviflora, TSSI : Tsuga sieboldii, ACOK : Acer okamotoanum, PRTA : Prunus takesimensis, ACTA : Acer takesimense, SOCO : Sorbus

commixta, FAEN : Fagus crenata var. multinensis).



104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1호 (2011)

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부 사면 일대에는 회솔나

무와 활엽수들이 군상 또는 산생으로 우점하고 있었던 점

을 감안하여 천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회솔나무의 수

하식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섬잣나무, 솔송나무림의 경우 암석지 분포형(P·T-R)은

천이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며, 사면상부, 능선부 분포형

(P·T-UR)은 지금까지는 토양이 척박한 탓으로 섬잣나무,

솔송나무 단순림 또는 혼효림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유기

물층이 발달함에 따라 너도밤나무, 우산고로쇠, 섬벚나무

등의 활엽수혼효림으로 천이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

서 사면상부, 능선부 분포형을 지속가능한 분포형으로 유

지하여 주기 위해서는 섬잣나무와 솔송나무의 치수가 자

랄 수 있거나, 치묘의 발생을 도울 수 있는 숲가꾸기 작업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면부 분포형(P·T-MS)은 상층부에는 너도밤나무, 우산

고로쇠 등의 식피율이 100%이상으로써 아교목층과 관목

층에서 산생하고 있는 섬잣나무, 솔송나무가 쇠약해 가고

있는 분포형으로 생육에 필요한 햇볕을 받게 할 수 있는

상층목의 숲가꾸기 작업이 있어야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들 유존군락의 생태적 관리 외에 울릉도 식생의 자연

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써 섬주위 794 ha에 심겨

져 있는 곰솔조림지의 생태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곰솔 조림지는 울릉도 해안 삼림경관 및

해안식상의 핵심지역으로써 입지여건에 따라 과거 섬잣

나무, 솔송나무, 회솔나무, 동백나무, 감탕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우산고로쇠 등이 군생 또는 산생하였던 점을 감

안하여 간벌 등 숲가꾸기를 통한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

이들 수종을 수하식재 하거나 직파하는 임업적 방법을 도

입하여 곰솔림과 이들 수종을 군상혼효림으로 유도해 가

는 것이 태풍이나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강한 임분으

로 관리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고유임상의 복

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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