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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fir(Abies koreana E.H.Wilson 1920), endemic tree species of Korean peninsula, is considered 

as vulnerable and endangered species to recent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land use and 

climate change. There are limited activities and efforts to find natural habitats of Korean fir for 

conservation of the species and habitats. In this study, by applying SDMs (Species Distribution Models) 

based on climate and topographic factors of Korean fir, we developed Korean fir’s predicted distribution 

model and explored novel natural habitats. In Mt. Shinbulsan, Youngnam region and Mt. Songnisan, 

we could find korean fir’s two novel habitat and the former was the warmest(13°C in annual mean 

temperature), the driest(1,200mm∼1,600mm in annual rainfall) and relatively low altitude environment 

among Korean fir’s habitats in Korea. The result of SDMs did not include mountain areas of 

Gangwon-do as habitats of A. nephrolepis, because there were different contributions of key habitat 

environment factors, summer rainfall, winter mean temperature and winter rainfall, between A. k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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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 nephrolepis. Our results raise modification of other distribution models on Korean fir. Novel 

habitat of Korean fir in Mt. Shinbulsan revealed similar habitat affinity of the species, ridgy and rocky 

site, with other habitats in Korea. Our results also suggest potential areas for creation of Korea fir’s 

alternative habitats through species reintroduction in landscape and ecosystem level. 

Key Words：Abies koreana, Endangered species, Endemic plant, Species distribution models, Species 

reintroduction.

I.서  론

한반도 특산식물 구상나무(Abies koreana E. 

H. Wilson)는 국의 식물학자 Wilson이 1920년 

Four new conifers from Korea를 발표하여 국제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Wilson, 1920). 그 후 

일본인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의 조사를 통해 

덕유산과 가야산 자생지를 알리게 되었다. 구상

나무는 최근 알려진 원산  신불산 지역을 포

함하여 한반도에서 6개 지역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외에 문헌상 양 가지산과 

주 무등산의 자생 기록은 있으나 표본 등 공식 

확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구상나무

는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 기 산림식물 

종으로 지정되어 있다(KNA, 2008). 

구상나무는 지난 십여 년간 학계를 심으로 

기후변화 련 주요 산림 생물종으로서 심이 

증가해 왔고, 꾸 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시민

사회의 큰 심의 상이 되어왔다. 이것의 배

경은, 구상나무 자생지가 고해발 지역으로 한

정되며, 최근 구상나무 군락의 쇠퇴와 기후변

화 련성에 한 학계 의견, 그리고 기후변화 

부 응에 따른 개체수  분포 면 의 감소,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향 규명을 한 표 인 지표종이기 때문이다

(KNA, 2008).

구상나무 자생지는 지리산의 경우 1981년 이

래 27년간 18% 감소하 고, 한라산에서는 1988

년 이래 15년간 3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Kim and Lee, 2013), 한 한라산 구상

나무의 빠른 고사 상이 보고되고 있다(KFRI, 

2014). 한편, 많은 연구와 보고들이 구상나무 고

사  서식지 축소 원인을 기후변화와의 련성

에 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후 요인이 

구상나무의 생리생태 변화에 미친 직  향

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 으로 

역시 식생의 변화가 기후변화 때문인지, 천이 

는 식생 발달 과정인지에 한 논란이 존재하

며, 이것은 기후는 항상 변화해 왔으며, 생태계

는 이러한 기후의 변화에 항상 응하며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식생 구조와 종조성, 식물의 생리생태 변화는 

자연계의 복잡한 환경요인과 생리 특성의 작용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과 계 규명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지구온난화 경향을 

고려할 때, 기온상승률이 빠른 기간 동안에 지

구 곳곳에서 수목의 고사와 식생 변화가 진행되

고 있다는 에서 기후변화의 향으로 논의되

고 있다(van Mantgem et al., 2009). 

한반도에서 재 구상나무 분포지역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 지역으로서 제한 이다. 신

생  제4기 뷔름빙기(wurm glaciation) 이후 생 

간빙기로 어들면서 호냉성(cryophile) 수종인 

구상나무는 지 에서 견디지 못하고 보다 높

은 고산 지역에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고산 지역 내에서 고립  제한된 자생 환경

은 종자생산과 발아 등 개체군 지속성에 향을 

미치며, 따라서 개체군 크기가 작아 유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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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소실은 물론 기후변화에 민감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Lee and Cho, 1993; Trisurat et al., 

2011). 따라서 한반도 특산 식물의 자생지 탐사

활동을 통해, 보 생물학 기 자료를 축 해야 

하며, 다양성 확보와 유지를 한 자생지 복원과 

체 서식지 조성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구상나무를 발견한지 백 년 가까

운 시간이 흘 지만 재까지 새로운 자생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기후변화 비, 

생물유  다양성  생물주권 확보 등 연구와 

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산 지역에 

고립되어 멸 기에 처한 구상나무의 유  

다양성 확보를 해 새로운 자생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Lovejoy and Hannah, 2005). 

본 연구에서는 종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구상

나무 잠재  자생지 측지도를 만들고, 그 결

과를 지 조사에 용하여 구상나무의 새로운 

자생지를 탐사하며, 이러한 분포 모형의 활용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같이 측모

형을 용하여 자생지를 추가 으로 확보함으

로써 산림식물 유 자원 확보를 통한 종 보 과 

기후변화 응, 서식지 복원 등에 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측된 잠재 자생지역들은 

장 조사를 통하여 종 도입을 통한 체 서식지 

조성 지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II.종분포모형
(Species Distribution Models, SDMs)

식물종의 분포를 궁극 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

후이다(Woodward, 1987; Woodward and McKee, 

1991). 종은 일반 으로 그 분포 범 의 심에서 

가장 건 한 상태로 생활하는데(Whittaker, 1975), 

이것은 어떤 환경 구배에 한 종의 단 형 분포

(unimodal distribution) 가정을 통한 다양한 생물

종 분포 모형을 발 시키는 토 가 되어왔다. 

한 기후, 암석 등과 같은 어떤 비생물 환경이 식

생의 구조와 종조성을 형성하는가는 생태연구의 

기  주제이다(Watt, 1947; Meu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Whittaker, 1975; Daubenmire, 

1978). 

최근 국내외 생태학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생

태계 응 는 식물 분포 연구에서 GIS와 정교

한 통계기법을 통합한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다

양한 생물종의 잠재  분포지 측  미래 변

화 측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McKenzie and 

Halpern, 1999; Jones et al., 2010; Kwon et al., 

2012; Kim et al., 2012; Yun et al., 2014). 그러

나 국내에서는 종 분포 모형을 통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시 의 잠재 분포 가능지

역 추출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물 자

생지 탐사와 서식지 다양성을 확보하는, 실제

인 식물보  역의 활동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물 분포 확인은 식물상 조사를 

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종 분포 모

형과 분포 가능지역 추출을 통한 식물의 효율  

탐사는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 없다. 생태학에

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들을 답사와 자생

지 확인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식물 개체

군 는 군락의 구조  동태를 살펴보기 해

서는 그 종의 서식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

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분포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새로운 식물의 확인, 분포지 는 자

생지 연구는 장 답사와 조사가 끊임없이 진행

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신갈나무  소나무와 같이 한반도 

역 분포  우  식물과 달리 분포 환경의 제한

과 환경변화  인간간섭에 민감한 기 식물은 

분포  서식 환경의 기  자료 축 과 이를 통

한 보 복원을 해 새로운 자생지를 꾸 히 탐

색해야 한다(KNA, 2014). 이러한 새로운 자생

지 탐색에 도움을  수 있는 것이 종 분포 모형

이다. 종 분포 모형은 재 존재하는 종들의 생

물  비생물 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미확인 지

역이나 멸종된 종들에 한 측  분포지역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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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포 모형은 종의 합한 서식지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며, 보  계획 수립에 필요한 특

정종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활용성 높은 

도구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Hannah, 2003). 

종 분포 모형의 결과는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분포 지역 탐색을 한 장 활

동의 길잡이가 되며, 종 분포에 한 기후변화

의 잠재 향 분석, 그리고 종의 침입 측 등에 

활용된다. 한 보  지역 추출과 기종의 재도

입 활동에서 활용된다(Pearce and Lindenmayer, 

1998; Guisan and Thuiller, 2005).

종 분포 모형은 종들이 발견된 치자료와 환

경요인을 이용하여 개발한다. 모형 개발 논리는 

통계  기법을 용하여 회귀식 유도를 통해 

측식을 구 하는 통계  모형 (statistical model)

과 인공신경망 원리를 용하는 기계학습 모형

(machine learning model)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Chakraborty et al., 2011; Aarts et al., 2012)

통계  모형은 통계기법의 발달로 SPSS, SAS, 

Matlab  R 등의 통계 package에 변인들을 투

입하여 회귀식 모형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GLM 

(Generalized linear models)과 GAM(Generalized 

additive models), 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 등의 모형이 있으며 로지스틱 회

귀모형은 GLM의 표  방법이며, GAM은 GLM

을 확장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그리고 MARS은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용할 있는 방법이

다(Elith and Leathwick, 2007).

기계학습 모형은 ANN(Artificial neural networks), 

문가 규칙 모형(expert rule model), Maxent 모

형 등이 있다. ANN은 인간의 학습인지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한 측에 용하는 방법, 규칙기

반 모형은 문가가 단하는 수 을 규칙으로 

만들어 서식지를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Maxent 

모형은 최  엔트로피(분포 최  가능지)를 추

정하는 방법이다. 한 서식지 입지에 한 다기

 평가기법(Multi-Criteria Evaluation, MCE)을 

용하여 퍼지집합(fuzzy sets)을 용한 서식지 

합성 분석(suitability)이 있다(Franklin, 2009; 

Elith et al., 2011). 

통계  기법과 기계학습 모형의 기본 논리는 

부분 서식지의 출 정보, 서식지 소멸정보에 

의한 비출 지 정보와 환경요인 정보를 활용한

다. 반면 출 자료만으로 측이 가능한 방법은 

Maxent 모형, 서식지 합성 분석이다 (Ian and 

David, 2013). 

III.실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상나무 자생지 탐색을 해 

Maxent 모형을 용하 다. 분포 측도를 높이

기 해 출 과 비출  자료를 활용하는 통계  

모형이 합리 이다. 통계  모형을 용하기 

해서는 국내의 생물종 정보들은 부분 존 서

식지 정보들로 수집되기 때문에 사라진 비출  

자료들은 각종 문헌이나 보고서, 자료들을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Phillips et al., 2006; Seo et al., 

2008). 따라서 출 자료를 사용하되 측 정확

도가 높은 Maxent 모형을 용하여 구상나무 

분포지를 측하 다.

Maxent 모형은 환경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시각 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고, 

독립 인 모듈로 개발되어 있어 통계패키지를 

통하지 않고도 통계  검증과정에 한 분석치를 

제공한다(Phillps et al., 2006). 측결과에 신뢰도 

검증은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검증을 통해 AUC(Area under the ROC curve)로 

제시된다. 일반 으로 AUC 값이 0.7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단한다(Lee, 2010).

한 Maxent 종분포 모형은 존자료와 공간

인 환경변수들의 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모델의 정확도와 검증에 한 결과값 역시 제시

된다. 한 환경요인 사이의 공변량에 의한 복

합  상 계 뿐만 아니라 일 일 변인의 계

를 반응곡선(response curves)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측결과는 공간 으로 0∼1.0의 값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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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분포도로 제시되어 측 인 서식지 분포

도를 작성할 수 있다. 

1.환경변수 구축

한반도 남부의 구상나무 분포 치 자료는 국

립수목원 네이처 데이터베이스에서 치좌표와 

련 정보를 추출하여 오동정  치 조정을 

통하여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에서 

187개의 구상나무 분포에 한 공간자료를 확

보하 다(Figure 1). Figure 1에 나타낸 구상나무 

분포지역의 지난 50년간 기상  환경요인은 

Table 1과 같다.

구상나무의 분포 모형을 한 환경변수는 

Worldclim(http://www.worldclim.org)에서 제공

하는 bioclim와 DEM 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인

자와 지형인자 정보를 구축하 다. 기상자료는 

22개 변수, 지형 련 자료는 7개 변수로 29개의 

변수를 사용하 다(Table 2). 기상자료는 bioclim

의 19개 변수와 월별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온량

지수와 냉량지수, 륙도, 일사량 (자체 제작한 

DEM을 이용하여 계산) 등 4개 변수를 계산하

여 용하 다. 지형변수들 역시 자체 제작한 

DEM을 이용하여 토양수분과 경사도, 사면방향, 

곡률 등을 계산하 다(Table 2).

Figure 1. Species distribution of korean fir in South Korea based on specime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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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수의 공간해상도는 1,000m, 그리고 

WGS84 경 도 좌표체계로 남한 체에 용하

다.

2. 측결과에 한 지 조사

본 연구에서는 측된 결과를 이용하여 남 

알 스의 신불산- 축산 일 와 속리산, 무등산

에 해 지조사는 2014년 6월부터 10월에 걸

쳐 지조사를 실시하 다. 지난 백 여 년 간 구

상나무의 새로운 자생지 발굴을 한 연구가 미

흡한 상태에서 측에 의한 자생지 범 와 장 

답사를 통한 발굴은 종  서식지 보 을 한 

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보 생물학  근은 

희귀 는 멸종 기 식물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

은 환경 변화 취약종에 한 연구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상나무 분포 측 산지의 지 조사에 필요

한 사 정보를 얻기 해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성사진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정의 능선

부를 심으로 지형이 볼록한 나지 나 암 들

Table 1. Means of environmental factors in natural habitats of korean fir, based on specimen data.

Region
Mean altitude

(m)

Mean aspect

(°)

Mean annual precipitation

(mm)

Mean temperature

(°C)

Mt. Gayasan 1,350 180 1,464 8.9

Mt. Duckyousan 1,422 313.02 1,729 5.14

Mt. Jirisan 1,515 158.51 1,872 5.32

Mt. Hallasan 1,450 169 2,009 8

Table 2. 29 abiotic variables and descriptions applied to SDMs of korean fir.

Variables Description Variables Description

bio1 annual mean temperature bio16 precipitation of wettest quarter

bio2 mean diurnal range bio17 precipitation of driest quarter

bio3 isothermality bio18 precipitation of warmest quarter

bio4 temperature seasonality bio19 precipitation of coldest quarter

bio5 max temperature of warmest month solar solar radiation

bio6 min temperature of coldest month warmindex warmth index

bio7 temperature annual range coldness coldness index

bio8 mean temperature of wettest quarter relief surface relief

bio9 mean temperature of driest quarter wetness surface wetnetss

bio10 mean temperature of warmest quarter curv surface curvature

bio11 mean temperature of coldest quarter slope slope degree

bio12 annual precipitation aspect aspect

bio13 precipitation of wettest month continental continental index

bio14 precipitation of driest month alt altitude

bio15 precipitation sea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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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출되어 있는 능선부가 출 하 다. 이러한 

바 가 드러난 지형 특성은 다른 구상나무가 종

들과의 경쟁 압력을 피할 수 있는 잔존 서식처

(remnant habitat)로 단된다. 

III.연구결과

1.모형 검증

종분포 모형의 검증은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의 AUC(area under cover)로 평가

할 수 있다. AUC는 0.999로 나왔으며 교차검증

에서도 0.989로 모형의 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모형의 합도 평가가 유효한 

범 는 0.5∼1.0로서 0.8 이상은 측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Flanklin, 2009). Maxent 모형

에서 환경요인의 기여도 검증은 존하는 종들

의 분포 특징에 향을 받는다. 넓은 범 에 걸

쳐 분포하는 종들은 다양한 환경요인의 향을 

받기 때문에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반면 

구상나무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 분포하면서 제

한된 환경요인의 향을 강하게 받는 종들은 

환경요인의 기여도가 높게 반 된다(Ian and 

David, 2012). 즉 임계치 이상에서 기여도는 해

당 종들의 분포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구상나무에 한 환경 변수 별 기여도는 

Table 3과 같다. 기여도는 bio18(가장 따뜻한 분

기의 강수량)과 alt(고도), bio9(가장 건조한 분

기의 평균기온), bio14(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

량)로 82%를 차지하며, 우기(여름) 강수량, 고

도, 건기(겨울) 평균기온, 강수량이 구상나무 분

포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 자생지의 환경변수 별 반응 기여도

(Figure 3)를 살펴보면, 기여도가 높은 bio18 우

기의 강수량은 1,000mm 이상 지역에서 분포하

며, 고도는 1,300m 이상, bio9 건기 평균기온 

8°C 최 의 분포를 보이지만 그 이상은 감소하

고, bio14 건기 강수량 80mm까지는 분포곡선이 

상승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감소한다. 

Table 3.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ROC) (%) of abiotic factors in A. korean fir habitats in South Korea.

Variables ROC(%) Variables ROC(%)

bio18 30.1 warmindex 0

alt 24.6 curv 0

bio9 14 bio17 0

bio14 13.4 slope 0

bio6 4.2 bio15 0

bio16 3.2 bio10 0

bio7 2.6 bio1 0

relief 1.7 aspect 0

coldness 1.5 bio8 0

wetness 1.3 continental 0

bio11 1.2 bio5 0

bio12 1 bio3 0

bio13 0.5 bio2 0

solar 0.5 bio19 0

bio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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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상나무 잠재 측 분포도

Maxent 모형 용결과 측치는 0∼1.0 사이 

측 확률 분포도를 통하여 완성된다. 측분포

도는 1,000m × 1,000m 격자로 제작하 으며 분

포지역 경계는 구 팔공산을 기 으로 이남지

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분

포도 확률이 45%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여 분포

도를 완성하 다. 분포지역은 기존의 구상나무 

분포지역 외에 남부지역 해발 1,000m 이상 산

정 일 를 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자생지 측지역으로는 운문산, 천황산, 신

불산, 축산, 덕태산, 산, 장안산 등의 남

알 스 지역과 덕유산 남쪽 자락의 원산,무등

산, 팔공산, 속리산 등이 포함된다.

측된 구상나무 분포 가능 산지에는 최근 자

생지가 확인된 원산과 속리산이 포함되었으

며, 문헌상으로 알려진 신불산, 무등산도 포함

된다. 분포도 상에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Figure 2. Predicted distribution map of Abies koreana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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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알 스 일원은 제주를 제외한 과거 구상나무

의 내륙 분포지로 추정된다. 지리산과 덕유산과 

원산 일원은 능선으로 산체(한 산의 덩어리)

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의 분포와 확산에 

유리한 지리  향을 받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재는 분포역이 축소되었거나 소멸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산정과 능선부를 기 으로 산체들

이 연결성을 갖고 있어 구상나무 집단 분포지로

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단된다. 

분비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

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구상나무 서식 환경요인 

 여름철 강수량, 겨울철 평균기온, 그리고 겨

울철 강수량 등의 핵심 환경 인자의 기여 차이 

때문이다. 강원도 지역은 입지  조건이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측지로서 분석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해 강원도 

산간지역의 해발 1,000m 이상을 상으로 가상 

분포지 임의지  300개를 형성하여 같은 환경변

수 조건으로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강원도 일

에서는 고도와 연평균 강수량, 겨울철 강수량

이 7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구상나

무 분포지역의 환경요인과 다름을 확인하 다. 

3. 지 조사 결과

지 조사 결과 축산의 동측 능선의 암  

지역에서 개체 단 의 구상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Figure 4). 확인된 구상나무는 

총 5개체로서, 성목 3개체(1개체 결실 확인)  

치수 2개체이었고, 지형 으로는 해발 약 950m, 

경사 40°, 사면방향 남사면에 암  노출 지역을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개

체는 흉고직경 0.28m이며, 연륜 측정 결과 약 

200년의 수령을 나타내었다(Table 4).

새롭게 확인된 남알 스 지역의 구상나무 

분포지 좌표를 기반으로 환경 요인을 분석한 

바, 연평균 기온은 13°C, 그리고 연강수량은 

1,200∼1,600mm로 나타났다. 한라산  지리산 

등의 기존 구상나무 자생지의 환경 요인이 연평

Figure 3. AUC(Area under the ROC curve) of each abiotic factors applied to korean fir’s species distribution model.



144 김남신․한동욱․차진열․박용수․조 제․권혜진․조용찬․오승환․이창석

Figure 4. Korean fir’s nobel habitat discovered by SDMs in Youngnam region and habtat scene, 

individual and fruit of korean fir.

Table 4.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of A.koreana in Mt.Youngchuksan as novel habitat in Korea.

Code of individual Diameter at breast hight(m) Tree height(m) Crown width(m)

1 0.28 5.0 4×5

2 0.16 3.5 -

3 0.14 5.0 2×3

4 0.03 0.9 -

5 0.0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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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기온 10∼11°C, 강수량 1,600∼2,200mm, 해

발고도 1,400∼1,800m인 것을 고려하면, 축산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조하며, 그리

고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분포하고 있는 구상

나무 서식처가 된다. 

축산 구상나무 자생지는 냉온  수종인 신

갈나무, 잣나무 등 주로 고산 식물들과 함께 자

라는 기존 구상나무 서식처와 유사 도 있으나, 

남부  지  식물인 개서어나무  애기감둥

사  등의 종들과 함께 자라는 것이 특이한 

이다. 한 축산 지역의 구상나무 자생 환경

은 주로 덜과 같은 암석 지역을 선호하는 구

상나무의 일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속리산 신선  구상나무 자생지 역시 축산

과 기반암은 다르지만 유사한 암   암벽 입

지에서 발견되었으며,  등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보면, 습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ure 5). 한편 속리산 구상나무 자생지의 식

생은 기존 지역의 것과 별다른 차이 은 발견할 

수 없었다. 속리산 구상나무는 신선  아래의 

암석이 노출된 사면에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결  론

구상나무는 한국 특산식물로서,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 취약종으로 인식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분포 가능지역에 한 새로운 

서식처 발굴 노력이 부족하 다. 구상나무는 주

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서식 범  변화 

가능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KFRI, 

2014). 본 연구에서는 종 분포 모형을 통하여, 

기존 구상나무 자생 환경을 기반으로 남한 지역

의 잠재 서식 가능 지역을 추출한 후, 장 답사

를 통하여 속리산과 남 알 스 지역에서 새로

운 구상나무 자생지를 발견하 다.

Figure 5. Novel habitat of A. Korean fir in rocky peak in Mt. Son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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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분포 모형에서, 구상나무와 동일 속 식물

인 분비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 지

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구상나무 서식지의 

여름철 강수량, 겨울철 평균기온, 그리고 겨울

철 강수량 등의 핵심 환경 인자의 기여 차이 때

문이었는데, 강원도 일 에서는 고도와 연평균 

강수량, 겨울철 강수량이 72%의 설명력을 나타

내어 구상나무 분포지역의 환경요인과 다름을 

확인하 다. 

우리나라 구상나무 서식지  가장 따뜻하고 

건조하며 해발 지역인 축산 구상나무 자생지 

발견을 통하여 련 종 분포 변화 시나리오의 재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구상나무의 지속성 망

에 따르면(KFRI, 2014), 100여 년 후 재의 구상

나무 자생지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측하고 있

다. 그러나 다른 자생 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2°C 이상 높으며, 연강수량은 최  1,000mm 작

은 축산에서 구상나무 자생지를 확인함에 따

라 종 분포 모형에 사용되는 환경인자 값의 범

가 조정되어야 하며, 면 한 자생지 조사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의한 새로운 구상나

무 자생지 확인은 해당 종의 새로운 분포 모형 

연구로 연결될 것이며, 그것의 범 는 본 연구 

결과보다 넓게 분석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구상나무 분포 변화 

측 역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

화와 련하여 종 분포 모형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종 분포 모형의 수립은 

용되는 환경요인의 신 한 선택과 변인 통제 능

력이 필수 이며, 장 실측자료의 보완을 통한 

충실한 종 분포 모형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상나무가 암석 지역을 선

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축

산과 속리산의 구상나무는 잣나무, 마가목, 신

갈나무 등 냉온  수종과 함께 생육하고 있었

다. 그러나 축산 자생지에서 애기감둥사  등 

한반도 남부  지  식물들과 함께 구상나무

가 생육하는 것은 처음 확인된 특이한 이다. 

한라산과 지리산 우리나라의 표 인 구상나

무 자생지는 고해발 지역에 속하며, 신갈나무, 

잣나무, 사스래나무, 산개벚지나무 냉온 의 수

종과 함께 자라는 것이 일반 이다(Kang, 1984; 

Cho et al., 2004; Song et al., 2010). 한편, 진달

래속(Rhododendron) 요소의 향이 큰 내륙의 

종조성(Cho et al., 2004)과 달리, 한라산의 구상

나무림은 진달래속 요소가 거의 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Kang et al., 1997). 

생물종 분포의 측과 변화 연구는 상이 자

연 상이기 때문에 모형 수립과 용의 결과가 

후속 모형 연구의 방향을 한 토 가 된다. 그

러나 모형 연구는 생태학  안 마련을 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실증  검증, 즉 자연계

에서 측의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지에 한 검

증이 거의 불가능 하거나, 매우 긴 시간이 필요

한 것이 한계이다. 종 분포의 측과 련한 연

구들은 생물종 별 자생 환경요인의 분포와 변화

를 상해 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 범 의 변화와 생물종의 정착, 응  

멸은 장 확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주제이며, 

종 분포 모형에 기 한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는 추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즉 생물종 분포의 측과 측 연구의 개선 방

향, 기후변화와 생태계 응에 한 제언 등이 

가능하지만 생물종이 나타내는 실제 속성(정착, 

발아, 활력, 스트 스, 생활사 변화 등) 변화와 

개체군 속성(구조  지속성 등), 서식처 생물군

의 종조성,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기 한 실질

인 종  서식지 지속성은 종 분포 모형과는 

다른 차원의 연구 주제이다.

식물종 재도입의 가장 핵심 요인은 최 의 서

식 환경을 찾는 것이며, 종 분포 모형은 체 서

식지와 종 도입 상 지역에 한 경 과 생태

계 수 의 선택에 도움을  수 있다. 종의 재도

입은 생물학 , 생태학  특성에 한 가장 복

잡한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Falk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추출된 구상나무가 생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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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산지들에 한 면 한 환경과 식생에 

한 지 조사는 구상나무 양묘를 비롯하여 종 

도입과 체 서식지 조성의 구체화를 한 차후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생물종에 한 분포 

측과 장 확인은 종 보 을 한 필수  

차가 된다. 특히, 구상나무와 같이 한반도를 

표하는 특산 식물이며, 환경 변화 취약종 보

을 한 연구 과정의 정립은 서식지와 군집, 개

체군, 유  인자의 다양성을 최 한 보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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