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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나무 모수림 시업지를 대상으로 시업에 의한 하층식생 비교 및 갱신 치수의 생장초기과정을 구명하고

자 수행하였다. 조사구는 시업지 12개소(요형지 6개소, 사면부 6개소)와 대조구 6개소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각 조사구에 

대해 식생조사 및 각 치수의 절간 높이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수림 시업지의 하층에는 싸리, 산초나무, 광대싸리, 조록

싸리, 국수나무 등의 관목성 식물과 억새, 가는잎그늘사초, 큰기름새, 맑은대쑥 등의 초본성 식물, 칡, 청가시덩굴, 마, 다래, 

왕머루, 산딸기 등 덩굴성 식물이 상당수 이입하고 있었다. 특히, 덩굴성 식물은 요형지에서 대조구와 사면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양이 이입되고 있었다. 매목조사 결과, 소나무 갱신치수는 비피압목 3,175본/㏊, 피압목 7,842본/㏊으로 나타

났으며, 요형지의 경우, 사면부에 비해 갱신치수의 발생 밀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이

들 덩굴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제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비피압목과 피압목의 절간생장은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피압목의 절간생장속도는 피압목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갱신치수가 주변 식

물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능력을 갖추게 되면 급격한 생장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수림 시업 초기에는 풀베기작업 

등을 통한 집약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cover the comparison of the understory species composition and the growth 
velocity of the regeneration seedlings in Pinus densiflora forests being managed by the seed-tree method from 2008 
year. The investigation site located in Bonghwa, Gyeongsangbuk-do province was established by eighteen quadrats 
such as six  control ones, six slope ones and 6 concave ones, in which we carried out the vegetation survey and 
measured annual height growth of each seedlings. As a result of vegetation analysis, the understory vegetation of the 
seed-tree forest area was mainly composed of shrub plants such as Lespedeza bicolor, Zanthoxylum schinifolium, 
Securinega suffruticosa, Lespedeza maximowiczii and Stephanandra incisa, herb plants such as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Carex humilis var. nana, Spodiopogon sibiricus and Artemisia keiskeana, and vine plants such as 
Pueraria lobata, Smilax sieboldii, Dioscorea batatas, Actinidia arguta, Vitis amurensis and Rubus crataegifolius. 
Especially, the vine plants were relatively more imported to the concave site than the control site and the slope site. 
As a result of measurement of growth velocity, the seedlings of the Pinus densiflora appeared to be 3,175 trees/㏊ 
for the non-suppressed trees and 7,842 trees/㏊ for the suppressed trees. In cases of the concave site, individuals of 
seedlings were much lower than those on the slope site, probably due to the competition effects of vine plants. 
Consideringly, silvicultural practices for clearing the vine plants should be inevitably accompanied. Also, the growth 
velocity of the suppressed and non-suppressed trees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those of the non-suppressed trees 
much higher than the suppressed trees. This represents that the seedlings grow rapidly after the suppressed period 
with competition to the surrounding plants. Therefore, specific practices such as blush control and vine clear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beginning stage of regeneration in the seed-tree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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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

쳐 황폐화되었으며(Kim and Lee, 2012), 이를 빠르게 녹

화하기 위해, 1․2차 치산녹화사업(1973∼1987년), 산지자

원화 10개년 계획(1988∼1997년), 제 4차 산림기본계획

(1998∼2007년), 제 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년)을 

수행하여 왔다(Byeon and Yun, 2017). 이러한 계획 속에 

우리나라는 산림을 녹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적으

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대표 국가로 거론 되고 있으며

(Lester, 2006), 일반적으로 실행이 용이하고 시업적으로 

후계림 조성이 신속한 장점이 있는 인공조림이 널리 시

행되어 왔다(Na et al., 2010). 하지만, 인공조림은 일반적

으로 동령단순림을 조성하며, 이러한 산림은 각종 환경

인자에 대해 약하고, 환경인자의 일방적 이용으로 입지

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Yim et al., 1991). 또

한 인공조림은 병해충 발생 및 생태적 불안정 등의 문제

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Park et al., 2013), 최근 들어 생

태적으로 보다 안정된 갱신방법으로 산림을 조성하기 위

한 산림시업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Na et al., 2010). 

즉, 과거의 산림관리는 목재생산 위주였다면 현재의 산

림관리는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재

화와 용역 생산을 위해 생태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림경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Kim, 2017).

조림학(Silviculture)에서의 천연갱신(Natural regeneration) 

개념은 주로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을 뜻

하며(Youn, 2009) 일반적으로 천연갱신작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천연조림(Natural forestation)이란 기존

의 임분에서 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진 종자 및 임목 자체

의 재생력(맹아 등) 등을 이용해 새로운 임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Yim et al., 1991). 우리나라에

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갱신은 빠르게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인공조림이 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인공조림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숲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연 친화력이 높고 조림 비용을 낮

출 수 있는 천연갱신법이 근래에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Park and Jeon, 2010).

국내에서 인공조림과 관련된 연구는 벌채 후 초기 식

생의 변화(Cho et al., 2011; Zhang et al., 2013; Bae et al., 

2014; Jeong et al., 2015), 간벌에 따른 임분특성변화(Kim 

and Lee, 2012; Park et al., 2013; Um, 2015) 등 많은 학자

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반면에 천연갱신시업에 

대한 연구는 소나무림의 천연갱신(Lee and Kim, 1989), 

인공조림지 개벌 후 교목류 천연갱신(Shin and Kim, 

2006), 전나무림 임분구조 및 천연갱신(Youn, 2009; Park 

and Jeon, 2010), 천연갱신과 인공조림된 금강소나무림의 

생장특성(Na et al., 2010), 갱신유형별 하층식생 변화

(Jeong, 2013), 유용활엽수 천연갱신양상(Hong, 2017) 등

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

히 모수림 시업지 내에서의 천연갱신에 대한 생태적 정

보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 

봉화군 장군봉내에 위치한 소나무 모수림 시업지를 대상

으로 시업에 따른 하층식생 비교 및 갱신 치수의 생장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낙동정맥이 지나가는 산악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봉화

군의 장군봉(1,139m)은 북위 36° 45′ 04.1″∼37° 00′ 01.

5″, 동경 128° 59′ 49.7″∼129° 15′ 00.3″에 위치하고 있으

며, 북서쪽으로는 제비산과 죽미산이 남쪽에는 일월산이 

위치하고 있다. 본 조사지의 생태권역은 남동산야권역에 

속하며 식물구계구분에서는 중부아구, 산림대 구분에서

는 온대중부에 속하고 있다(Son et al., 2016). 본 조사지

의 지질은 대부분 선캄브리아기의 이질원 변질퇴적암(안

구상 편마암, 호상 편마암, 운모편암, 운모 규선석 편암), 

사질원 변질퇴적암(회색 조립질의 편마암, 백색 또는 담

황색의 석영 견운모편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Korean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963). 봉

화기상관측소의 최근 30년간의 기상자료(1988∼2017년)

를 이용하여(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7) 

Walter et al.(1975)이 제시한 기후도를 작성해본 결과, 경

북 봉화군의 연평균기온과 연평균강수량은 각각 9.9℃, 

1,176.7㎜이었으며 강수량의 대부분이 6, 7, 8, 9월에 집

중되었다. 또한 가장 더운 달의 일평균 최고기온은 27.

9℃, 가장 추운 달의 일평균 최저기온은 –16.6℃, 절대최

고기온 37.4℃, 절대최저기온 –27.7℃로 한서의 차가 심

하였다(Figure 1). 본 지역은 내륙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륙성 기후 특징을 나타내고, 동일한 위도에 위

치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를 나타낸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

는 99임반 소나무 모수림 시업지를 대상으로 2017년 8월

부터 9월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Figure 2). 본 지역의 시

업 면적은 약 12.6 ㏊로 2008년에 시업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구의 설치는 시업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대조구, 

Control), 시업이 들어간 지역 중 요형의 모습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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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p showing the study area in Mt. Janggunbong,
Bonghwa-Gun. Circles includes the investigated sites.

Figure 1. Climate diagram of Bonghwa for recent 30 years 
(from 1988 to 2017).

a : Station; b : Height above sea level(m); c : Mean annual
temperature(℃); d : Mean annual precipitation(mm); e : 
Absolute maximum temperature(℃); f: Mean daily maximum 
of the hottest month(℃); g: Number of years observation; h
: Mean monthly rain ≥ 100mm(black scale); i : Monthly means
of precipitation; j : Monthly means of temperature; k : Relative
humid season; l : Mean daily minimum temperature of the 
coldest month(℃); m : Absolute minimum temperature(℃); n
: Months with mean daily minimum temperature below 0℃; 
o : Months with an absolute minimum below 0℃.

Figure 3. Sampling plots design in study sites.

Figure 4. Measurement method for height growth of internodes.

않는 지역(사면부, Slope)과 요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

역(요형지, Concave)에 각각 사면 하부, 중부, 상부로 나

누어 조사구를 설치하였고 사면 하부, 중부, 상부에 각각 

2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각 조사구의 크기는 10 m×10 

m의 크기로 구획하였으며 실험구인 사면부와 요형지의 

조사구 내에는 5 m×5 m의 소방형구를 구획하였다(Figure 

3). 그 결과, 10 m×10 m의 방형구는 총 18개소를 설치하

였으며 5 m×5 m의 소방형구는 총 48개소를 설치하였다.

시업에 따른 하층식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0 m 

×10 m의 방형구의 하층식생(관목층과 초본층)을 대상으

로 식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층위에 출현하고 있는 

구성종들의 종명과 우점도, 군도를 측정하여 기입하였다. 

또한 식물분류와 동정은 원색식물도감(Lee, 2003), 원색

한국수목도감(Hong et al., 1987), 나무생태도감(Yun, 2016)

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명과 국명의 작성은 국가표

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10a)과 국가생물종지

식정보시스템(Korea Forest Service, 2010b)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치수의 발생량 및 치수의 생장량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5 m×5 m의 소방형구내 소나무의 절간고를 

측정하였다. 또한, 절간고 측정시 주변 식생에 의한 피압 

여부에 따른 생장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억새, 싸리 

등에 의해 피압을 받고 있는 피압목(Suppressed tree; ST)

과 피압을 받고 있지 않는 비피압목(Non-suppressed tree; 

NST)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Figures 4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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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5. These pictures represent suppressed tree (a, b) and non-suppressed tree (c).

하층식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층 식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식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에 의한 종 

피도, 지표종 지수, 생활형에 의한 점유정도를 분석하였

다. 지형에 따른 종의 피도는 Ms-Excel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지표종 지수는 Pc-ord v7.02를 이용해 Dufrêne와 

Legendre(1997)의 지표종 분석(Indicator species analysis, 

ISA)을 실시하였고 생활형에 의한 점유정도는 구성종의 

상대적인 중요도 및 생태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Curtis와 McIntosh(1951)의 중요치(Importance value, IV)

를 이용한 평균상대중요치(Mean Importance Value, MIV)

를 산출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균상대중요치는 관목

층 2, 초본층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소나무의 절간고를 측정한 매목조사자료를 Ms-Excel를 

이용하여 ㏊당 치수 밀도, 연도별 치수의 발생량, 지형에 

의한 치수밀도, 갱신치수의 수고생장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하층식생구조

1) 하층 식생 종 피도 비교

시업 유무에 따른 종 피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1). 관목층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사면부에서는 

신갈나무, 소나무, 싸리, 억새, 쇠물푸레나무 등의 순으로 

높은 피도를 보였으며 요형지에서는 억새, 싸리, 광대싸

리, 소나무, 산초나무 등의 순으로 높은 피도를 보였다. 

초본층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사면부에서는 억새, 고사

리, 가는잎그늘사초, 소나무, 싸리 등의 순으로 높은 피도

를 보였으며 요형지에서는 억새, 물푸레나무, 더위지기, 

싸리, 산딸기 등의 순으로 높은 피도를 보였다. 또한 요

형지의 경우, 대조구와 사면부에 비하여 국화마, 청가시

덩굴, 칡, 왕머루, 산딸기 등의 덩굴성식물이 높은 피도를 

보이며 나타났다.

2) 하층 식생의 지표종 지수

지표종은 공동체 유형, 서식지 조건 또는 환경변화에 

대하여 생태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종으로(McGeoch, 

1998; Carignan and Villard, 2002; Niemi and McDonald, 

2004; De Cáceres et al., 2010) 지표종분석은 연구의 목적

에 따라 집단의 서식지환경 또는 승계상태와 같은 생태

계의 정성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De Cáceres et al., 

2010). 하층식생을 대상으로 지표종지수를 분석해 본 결

과(Table 2), 대조구에 비하여 사면부에서는 고사리, 신갈

나무, 쇠물푸레나무, 소나무, 억새 등의 순으로 높은 지수

를 보였으며 요형지에서는 신나무, 광대싸리, 산초나무, 

쉽싸리, 칡, 청가시덩굴 등의 순으로 높은 지수를 보였다. 

특히 요형지에서는 칡, 청가시덩굴, 마, 다래, 왕머루 등

의 덩굴성 식물과 신나무, 느릅나무, 광대싸리, 호랑버들 

등 습한 지역에 자생하는 종들이 대조구와 사면부에 비

하여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3) 하층 식생의 생활형 비교

평균상대중요치를 이용하여 하층 식생의 생활형을 살

펴본 결과(Figure 6), 교목성 식물은 대조구, 사면부, 요형

지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관목성식물, 초본성식물, 덩굴

성식물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양치식물은 사면부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특히 덩굴성식물은 대조

구와 사면부에서는 2.0 이하로 낮은 값을 나타낸 반면에 

요형지에서 11.0으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다른 지역

에 비해 많은 양의 덩굴성 식물이 이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갱신치수발생

조사되어진 매목자료를 토대로 ㏊당 치수발생량을 추

정해본 결과, 비피압목(Non-suppressed tree; NST)의 경우, 

3,175본/㏊으로 나타났으며 피압목(Suppressed tree; S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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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Species 　 Coverag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Control Slope Concave

S

Pinus densiflora (소나무) 　 - 28.3 24.2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9.5 50.0 5.5

Fraxinus sieboldiana (쇠물푸레나무) 5.9 16.8 -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5.5 16.5 11.5

Tilia mandshurica (찰피나무) - 5.5 5.5

Fraxinus rhynchophylla (물푸레나무) 0.1 1.9 7.9

Corylus heterophylla (개암나무) 0.1 - 5.5

Lespedeza bicolor (싸리) 3.6 28.3 48.8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억새) - 17.5 50.8

Securinega suffruticosa (광대싸리) - - 31.7

Zanthoxylum schinifolium (산초나무) - - 21.4

Dioscorea septemloba (국화마) - - 17.5

Smilax sieboldii (청가시덩굴) - - 11.5

Pueraria lobata (칡) - - 8.5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느릅나무) - - 5.5

Clematis apiifolia (사위질빵) - - 5.5

Vitis amurensis (왕머루) - - 5.5

Salix caprea (호랑버들) - - 5.5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신나무) - - 4.2

Rhus javanica (붉나무) 　 - 2.8 4.4

H

Pinus densiflora (소나무) 　 0.1 17.5 2.8

Fraxinus rhynchophylla (물푸레나무) 4.5 0.1 21.3

Fraxinus sieboldiana (쇠물푸레나무) 1.9 11.9 -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5.8 9.5 3.3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0.1 1.5 2.8

Spodiopogon sibiricus (큰기름새) 1.9 5.5 5.5

Carex humilis var. nana (가는잎그늘사초) 1.0 25.5 14.6

Artemisia keiskeana (맑은대쑥) 1.2 4.6 2.8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고사리) 0.1 30.8 4.2

Lespedeza bicolor (싸리) 0.1 15.9 20.2

Rubus crataegifolius (산딸기) 0.1 11.5 18.8

Lespedeza maximowiczii (조록싸리) 0.1 13.8 2.8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0.1 0.1 11.7

Vitis amurensis (왕머루) 0.1 5.5 2.3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억새) - 62.5 43.5

Dioscorea batatas (마) - 0.1 10.5

Pueraria lobata (칡) - - 5.7

Smilax sieboldii (청가시덩굴) - 0.1 13.9

Schisandra chinensis (오미자) - - 5.5

Artemisia gmelinii (더위지기) - - 20.6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 - 17.5

Oplismenus undulatifolius (주름조개풀) - - 17.5

Securinega suffruticosa (광대싸리) - - 12.7

Zanthoxylum schinifolium (산초나무) - 0.1 14.8

Rubus oldhamii (줄딸기) - 0.1 5.5

Parthenocissus tricuspidata (담쟁이덩굴) - 0.1 2.8

Dioscorea septemloba (국화마) 　 - 0.1 2.3

＊The other 142 companion species among total of 221 species omitted. S : shrub layer, H: Herb layer.

Table 1. The coverage (%) of understory vegetation in the three investiga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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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Indicator value
P

Scientific name (Korean name) 　 Control Slope Concave

Pinus densiflora (소나무) - 54 46 0.096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15 79 5 0.000

Fraxinus rhynchophylla (물푸레나무) 8 4 85 0.001

Fraxinus sieboldiana (쇠물푸레나무) 21 79 - 0.002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3 52 32 0.282

Corylus heterophylla (개암나무) - - 50 0.136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신나무) - - 100 0.000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느릅나무) - - 83 0.002

Rhus javanica (붉나무) - 10 80 0.004

Betula davurica (물박달나무) - - 33 0.291

Salix caprea (호랑버들) - - 33 0.297

Securinega suffruticosa (광대싸리) - - 100 0.000

Zanthoxylum schinifolium (산초나무) - - 100 0.000

Lycopus lucidus (쉽싸리) - - 100 0.000

Pueraria lobata (칡) - - 100 0.000

Smilax sieboldii (청가시덩굴) - - 99 0.000

Dioscorea batatas (마) - - 83 0.006

Actinidia arguta (다래) - - 67 0.015

Vitis amurensis (왕머루) - 5 56 0.064

Rubus crataegifolius (산딸기) - 38 62 0.026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고사리) - 92 5 0.000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억새) 　 - 52 48 0.006

＊The other 199 companion species among total of 221 species omitted. Evaluate statistical significance(P) of indicator value 
by a Monte Carlo method.

Table 2. Indicator value of major species in understory vegetation of each study site.

Figure 6. This figure shows the change in life form of 
understory vegetations after 10 years.

경우 7,842 본/㏊으로 총 11,017 본/㏊이 나타났다(Figure 

7). 우리나라의 경우, 조림수종 식재 시 일반적으로 ㏊ 당 

3,000본을 식재하며 본 조사지에서 비피압목이 3,175 본/

㏊으로 나타나 이는 적절한 양의 치수가 갱신되어지고 

Figure 7. Density of seedlings (non-suppressed tree and 
suppressed tree) in seed-tree stand.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측정한 각 치수의 절간수를 이용하여 각 임목의 갱신연

도를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8). 본 조사지

역은 2008년에 모수림 작업을 실시한 지역으로서 작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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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mount of seedlings settlement in the sites 
according to the year from 2008.

   

Figure 9. Seedlings occurrence according to the topography 
environment (slope and concave).

Figure 10. The annual height growth curves of the 
seedlings for non-suppressed tree and suppressed tree.

   

Figure 11. A functional formula and the trend of 
seedling growth over time.

1∼4년은 치수의 발생량이 적다가 5∼8년에 1,000 본/㏊ 
이상의 치수가 갱신되었다. 특히 작업 후 6년후인 2013

년에는 갱신치수량이 3,258 본/㏊으로 가장 많은 양의 치

수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천연하종갱신시업의 성공 유무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 후 5∼8년의 경과를 지켜봐

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수림 작업이 이루어진 지형에 따른 치수량을 살펴보

면(Figure 9), 요형지의 치수는 사면부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양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사면

부의 치수는 피압목이 비피압목에 비해 10,000본 이상으

로 많아 비피압목이 고사할 경우에도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해 임분의 유지가 가능해보이지만 요형지의 경우에

는 비피압목에 비해 피압목의 양이 상당히 적어 소나무

에 의한 임분의 유지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다. 

갱신치수의 연간생장을 살펴보면(Figures 10 and 11), 

비피압목과 피압목 모두 연간생장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량은 비피압목이 피압목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경북 봉화군 장군봉 내에 위치한 소나무 모

수림 시업지를 대상으로 시업에 따른 하층식생의 비교 

및 갱신 치수의 생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중요치 

분석결과, “대조구의 임상은 10년 전 모수림 시업 전의 

임상과 동일하다”라고 가정해보면, 상층이 제거된 모수

림 작업지의 하층에는 10년 후에 싸리, 산초나무, 광대싸

리, 조록싸리, 국수나무 등의 관목성 식물과 억새, 가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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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사초, 큰기름새, 맑은대쑥 등의 초본성 식물, 칡, 청

가시덩굴, 마, 다래, 왕머루, 산딸기 등 덩굴성 식물이 상

당수 이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덩굴성 식물은 

요형지에서 대조구와 사면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종

피도를 보이고, 요형지내에서 지표종 지수가 다른 생활

형을 가지는 식물에 비해 높은 지수를 보여 요형지의 소

나무 치수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

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의 식재 조림 기준이 ㏊ 당 3,000본인 것을 생

각해보면, 전체 조사지내에 갱신되어진 치수의 량은 비

피압목 3,175 본/㏊, 피압목 7,842 본/㏊으로 적절한 양의 

치수가 갱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조사 지형

별로 나누어 갱신 치수량을 살펴보면, 사면부의 갱신치

수량은 피압목(14,917 본/㏊)이 비피압목(4,217 본/㏊)보

다 약 3.5배 높게 나타난 반면에 요형지의 갱신치수량은 

피압목(767 본/㏊)이 비피압목(2,133 본/㏊)에 비해 약 0.4

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면부의 경우에는 비피압목이 

고사할 경우에도 소나무림으로의 임분 유지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이나 요형지의 경우에는 그 유지가 힘들 것으로 

보였다. 이는 사면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입이 많이 되

어 있는 덩굴성 식물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른 식물에 비해 온도 적응 범위가 매우 넓고 광도가 증

가함에 따라 광합성 능력이 증가하는 덩굴성 식물(Shim 

et al., 1985; Park et al., 2004; Jeon et al., 2010)은 목본성 

식물의 생육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임목의 수형에도 악영

향을 준다. 따라서 앞으로 모수림 시업지 내 갱신치수의 

생태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덩굴식물 종류에 따른 구

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갱신치수의 연간생장을 살펴보면, 비피압목과 피압목 

모두 연간 생장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생장량의 

증가량은 비피압목이 피압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동일 임지에 생육하고 있는 하층식생과의 지위

경쟁에 의하여 발생 초기에는 생장이 더디지만 경쟁에서 

이겨낼 능력을 갖추게 되면 급격한 생장을 이루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즉, 모수림 시업 후 초기에는 풀베기작업 

등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업은 빠르게 후계림을 조성할 수 

있는 인공조림이 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인공조림은 각종 

병해충 발생 등의 생태적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

고 있어 인공조림에 비해 자연 친화력이 높고 조림 비용

을 낮출 수 있는 천연갱신법이 근래에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Park and Jeon, 2010). 하지만, 천연갱신에 대

하여 생태적 시업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수의 형질을 계승하는 

소나무림을 인공조림보다 경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는 많은 연구를 통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천연갱신법의 시업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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