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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 활엽수인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5,005본을 벌채·수집하여 수간의 

부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5개 대권역 27개 지역 소권역별로 분포면적 대비 표본수를 고르게 할당하여 신갈나

무 2,504본, 굴참나무 2,501본을 공시목으로 선정하여 벌채 후, 그루터기의 부후조사를 상흔(상처흔적), 조직고사 및 탈색, 

할렬, 동공의 4가지 형태로 조사하였다. 부후율은 신갈나무가 66.1%, 굴참나무가 31.5%로 신갈나무가 굴참나무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p < 0.001). 지역별 비교에서 신갈나무는 중부청(76.5%), 북부청(74.8%), 동부청(65.7%), 굴참나무는 북

부(38.6%), 남부(37.8%), 동부청(32.9%) 권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수종 모두 5개 대권역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 < 0.05, p < 0.001). 또한 수간부후는 두 수종 모두 직경의 증가에 따라서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p < 0.001, p < 0.05), 수령에 따른 수간부후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신갈나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후형태는 직경과 수령이 증가할수록 신갈나무는 대부분 조직고사 및 탈색의 부후형태 단계, 굴참나

무는 상흔단계를 보이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stem decay in Quercus mongolica and Quercus variabilis in Korea. 
To ensure even allocation, a total of 5,005 sample trees (2,504 Q. mongolica and 2,501 Q. variabilis) were cut and 
collected in five regions and 27 subregions. The trees were then examined for stump decay and assigned to four 
classes based on the degree of scar, tissue decay and decolorization, splitting, and tree hollow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decay rate of Q. mongolica was 66.1%, at least twice as high as that of Q. variabilis, which was rated at 
35% (χ2= 631.15, p < 0.001). The comparison among regions indicated that the highest ratio of Q. mongolica occurs 
in the Central Regional Forest Service zone (76.5%), followed by the Northern zone (74.8%) and Eastern zone 
(65.7%). In contrast, the greatest proportion of Q. variabilis is found in the Northern Regional Forest Service zone 
(38.6%), followed by the Southern (32.9%) and Eastern (37.8%) zon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een 
among the five zones (p < 0.05, p < 0.001). There was also a clear tendency for the proportions for the two species 
to increase with a rise in the DBH. With respect to age,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p < 0.01, p < 0.05) only in Q. mongolica, whose rat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age. Our results show that 
as the DBH and age increases, the conditions of tissue decay and decolorization are manifested in Q. mongolica, 
whereas scars are common in Q. varia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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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나무는 낙엽활엽수림의 대표적인 수목으로 우리나라

는 식물지리학상 참나무 수림대에 속하고 있어 전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목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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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에 따라 기후가 변화되고 산림

구조와 수종이 참나무류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Park 

and Moon, 1999; Kang et al., 2015). 참나무류 중 신갈나

무, 굴참나무 등 6수종은 한국 자생 고유종으로써 산림생

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임목축적도 전

체 산림의 임목축적중 약 20%의 높은 임목축적을 가진 

수종으로(Son et al., 2007; Korea Forest Service, 2019), 

소나무의 분포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참나무류의 분포면

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Park and Moon, 1999).

｢21세기 산림비젼｣에서 2030까지 활엽수(혼효림 포함)

를 60%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침엽수보다 

활엽수의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

이므로 이에 기초자료가 되는 생장량 정보 즉, 다양한 활

엽수 바이오매스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Korea Forest 

Service, 2000).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참나무는 한국의 활엽수중 분포

면적과 개체수가 가장 많은 수종으로 가구, 악기, 펄프 

제지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버섯재배용 자목으로 

주로 공급되고 있다(Son et al., 2007;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2). 참나무류는 독일 등 외국의 경우를 

볼 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수종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활엽수

종이다(Korea Forest Genetics Research Institute,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나무류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참나무류의 살아있는 입목의 뿌리, 줄기 등에서 부후의 

발생이 다른 수종에 비하여 높고 부후로 인한 목재의 손

실이 크다는 것이다. 

1960년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중요한 산림자원인 

참나무류의 목재 부후원인과 부후균의 동정, 부후발생 

위치, 부후와 직경 및 임령 관계 구명, 부후로 인한 목재의 

손실 등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Berry, 1969; 

Berry and Lombard, 1978; Asai et al., 1996; Sunthede and 

Vasiliauskas, 2002; Bari et al., 2015). 또한 임목을 벌채하

지 않고 부후의 진단, 부후 위치 등에 대한 비파괴 검사

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Gilbert and Smiley, 2004; 

Wang et al., 2007; Wang and Bruce, 2008). 이처럼 참나

무림은 산림생태학적인 측면이나 이용 면에서 다른 어떠

한 고유 수종보다 중요하지만, 보전과 관리 미흡으로 유

령의 소경목 상태가 대부분이며 목재 공급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최근 목재자급율의 확대에 대

한 벌채면적은 증가하고 산림의 조림면적이 점차 줄어들

면서, 소나무는 재선충병으로 인한 활용의 제한이 있고 

침엽수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활엽수의 활용에 대한 

시장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활엽수에 대한 수요예측과 함께 공급측면에서 참나무류

에 대한 현존생물량뿐만 아니라 참나무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구명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활용기술

에 대한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수종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 전역에 분포하고 있

는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수간부후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1:5,000 임상도로부터 분포면적을 추출하고, 면적비

율에 따른 표준목 벌채 및 시료수집 개체목의 수를 할당

하였다. 임상도상에서 추출한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분포면적은 전체 산림 중 신갈나

무 229,821 ha (17.3%), 굴참나무 131,563 ha (8.6%)로 분

포 현황은 Figure 1과 같다(Korea Forest Service, 2018). 

Figure 1. Spatial distribution of Q. mongolica and Q. variabilis
among Oak tre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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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신갈나무와 굴참나무를 대상으로 임상도상의 지역별 

분포면적 비율에 따라 지역편중을 최소화하여 위하여 지

역별로 직경급 분포를 최대한 고르게 시료를 수집하도록 

조사본수를 할당하였다. 전국을 5개 지방청 권역별로 구

분하고 27개 국유림관리소 권역별로 조사본수의 할당비

율에 따라 총 5,005본(신갈나무 2,504본, 2,501본)을 벌채

하여 흉고직경, 수고, 지하고 등 임목의 생장특성과 0.2m 

벌채목에 그루터기에 대한 부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부후

조사를 위한 시료수집 대상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임상이 

균일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조사를 실시하고, 경

급별(소: 6∼16 cm미만, 중: 18 cm∼28 cm, 대: 30 cm 이

상)로 표준목을 선정하여 벌채하였다(Table 1). 벌채위치

는 지면으로부터 20 cm 높이에서 벌채하였으며 벌채목

의 가지를 제거한 후 전체 수고를 측정하고 개체목의 수

간고별 직경을 측정하였다. 

 

Regional Forest 
Service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Q. mongolica Q. variabilis

Area
(ha)

Felling 
(No.)

Area
(ha)

Felling 
(No.)

Total 229,821 2,504 131,563 2,501

Northern Regional 
Forest Service

(NFS)

Sum 87,291 550 16,558 510

Hongcheon 20,700 100 9,720 150

Yanggu 2,196 100 18 30

Inje 21,163 100 254 30

Chuncheon 39,912 150 1,018 100

Seoul 1,634 50 2,018 100

Suwon 1,686 50 3,529 100

Eastern
Regional Forest 

Service
(EFS)

Sum 47,387 650 11,901 630

Gangneung 994 50 2,664 100

Samcheok 10,012 100 2,710 100

Jeonseon 11,103 100 1,791 100

Yangyang 3,115 100 1,199 100

Youngwol 6,140 100 1,312 100

Taebaek 5,925 100 6 30

Pyeongchang 10,098 100 2,219 100

Southern Regional 
Forest Service

(SFS)

Sum 41,957 501 48,367 500

Gumi 4,294 100 3,962 100

Yeongdeok 29,617 150 33,781 150

Yeongju 3,080 100 7,229 100

Uljin 4,673 100 2,949 100

Yangsan 294 51 446 50

Central Regional 
Forest Service

(CFS)

Sum 24,735 351 32,694 450

Chungju 1,440 50 1,197 100

Buyeo 12,621 100 18,205 150

Boeun 7,229 100 5,393 100

Danyang 3,445 101 7,899 100

Western 
Regional Forest 

Service
(WFS)

Sum 28,451 452 22,042 411

Jeoneup 5,517 100 7,914 100

Muju 11,702 100 10,330 151

Yeongam 313 50 73 30

Suncheon 4,413 102 1,033 30

Hamyang 6,506 100 2,692 100

Table 1. Collection of data from felled trees in Q. Mongolica and Q. variabili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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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간 부후조사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부후조사를 위하여 선발된 표

준목을 대상으로 지면으로부터 20 cm 높이에서 벌채하

여 벌채목의 그루터기 단면을 조사하였다. 부후유형은 

상흔, 조직고사 및 변색, 할렬, 동공의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부후강도는 부후유형 4가지를 약

(Decay 1), 중(Decay 2, 3), 강(Decay 4)으로 3단계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다(Figure 2). 

 

a. Sound tree

b. Decay 1(scratch, lesion)

c. Decay 2(Tissue decolorization, bletch)

d. Decay 3(Cleavability)

e. Decay 4(Hole)

Figure 2. Survey on types of decay in Q. mongolica and Q. varia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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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항목

지역별 수령 및 직경급별 수간 부후율을 분석하여 지역, 

임령, 직경에 따른 수간 부후 형태, 부후강도와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신

갈나무와 굴참나무의 수간 부후율과 비교하여 시간에 경

과에 따른 수간 부후율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데이

터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 9.4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

으며, 각 지역, 수령, 직경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와 덩컨검정(Multiple 

Duncan’s 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수종별 생장특성 분석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부후조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벌채하여 수집된 임목 생장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갈나무는 평균 임령 35.6년으로 Ⅳ영급, DBH 18.0 cm 

그리고 수고 12.4 m, 굴참나무 평균 임령 37.0년, DBH 

19.7 cm, 수고 14.0 m로 나타났다. 제 6차 국가산림자원

조사의 신갈나무 1,324개, 굴참나무 777개의 고정표본점 

자료를 분석 결과, 전국 신갈나무 전국 평균 임령 42.0년, 

흉고직경 21.0 cm, 수고 12.0 m, 굴참나무 평균 수령 38.7

년, DBH 21.0 cm 수고 12.9 m와 유사하게 나타났다(Korea 

Forest Service, 2015). 본 연구에서 균일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경급별 데이터 할당비율을 국가산림자원조사 경

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하였는데,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이 신갈나무가 거의 두 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갈나무가 굴참나무보다 대경급의 수집자료가 부족한 

것은 신갈나무의 분포가 굴참나무보다 해발고가 높은 곳

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경급의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산림자원조사(제5∼6차) 표본점중 

맹아갱신림으로 조성된 참나무 전체 표본점 138개 중 신

갈나무 표본점이 131개(60.1%)이며, 굴참나무는 56개

(25.7%)로 신갈나무의 맹아갱신림이 굴참나무보다 2배

나 많으며(Korea Forest Service, 2010, 2015), 우리나라 

참나무림은 대부분 2차림의 맹아갱신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Kim et al., 1993;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2).

2. 지역 및 수종별 부후 관계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지방청 

권역별 부후율을 비교한 결과, 신갈나무의 부후는 중부청

(76.5%), 북부청(74.8%), 동부청(65.7%), 남부청(62.9%), 

서부청(50.7%) 순으로 나타났으며[Figure 3(a)], 지역간에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굴참나무는 북

부청(38.6%), 남부청(37.8%), 동부청(32.9%), 서부청

(31.4%), 중부청(1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01). 신갈나무와 굴참나

무 수종간 부후율 비교에서, 신갈나무가 66.1%로 굴참나

무 31.5%보다 2배 이상 부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2007년 산림청에서 전국 지방산림청 활엽수 

천연림보육 대상지 3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활엽수 부후

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북부청(37.7%), 동부청 

(27.0%), 중부청(34.3%), 서부청(30.6%), 남부청(23.7%)

로 나타났으며(Korea Forest Service, 2007), 수종간에는

 

Species Diameter class N
Age(yr) DBH(cm) Height(m)

Mean±S.D.(Min～Max) Mean±S.D.(Min～Max) Mean±S.D.(Min～Max)

Quercus 
mongolica 

2,504 35.6±8.3(15.0～62.0) 18.0±7.4(6.0～60.4) 12.4±3.1(4.0～22.1)

Small
(6∼16 cm) 1,117 35.1±9.3(15.0～54.0) 11.9±3.1(6.0～15.8) 10.3±2.5(4.0～18.8)

Medium
(18∼28 cm) 1,137 37.0±7.2(18.0～62.0) 22.0±3.2(20.0～27.8) 14.2±2.2(7.9～20.7)

Large
(<30 cm) 250 41.6±8.2(25.0～62.0) 33.4±3.9(30.0～60.4) 15.6±2.5(10.8～22.1)

Quercus 
variabilis

2,501 37.0±9.1(13.0～68.0) 19.7±8.0(6.0～62.0) 14.0±3.9(4.2～24.1)

Small
(6∼16 cm) 909 34.01±9.5(13.0～58.0) 12.5±3.0(6.0～16.0) 10.8±2.8(4.2～19.2)

Medium
(18∼28 cm) 1,085 38.5±7.5(18.0～68.0) 22.3±3.0(18.0～28.0) 15.7±2.7(7.4～22.3)

Large
(<30 cm) 507 42.5±8.5(27.0～68.0) 34.3±4.6(30.2～62.0) 18.6±2.4(10.0～24.1)

Table 2. The results from statistic analysis of growth characteristics in Q. mongolica and Q. varia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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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나무 34.0%, 굴참나무 24.0%로 2007년 전국적 조사 

조사에서도 신갈나무가 굴참나무보다 부후율이 훨씬 높

은 것을 알수 있었다. 2007년 이후 10년이 지난 2017년 

전국 조사에서도 참나무 부후는 신갈나무가 35.4%, 굴참

나무는 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직경급별 수간부후 조사 결과, 신

갈나무는 소경급(52.6%) < 중경급(72.9%) < 대경급(91.1%), 

굴참나무는 소경급(31.0%)<중경급(31.4%)<대경급(33.3%) 

순으로 두 수종 모두 직경이 증가할수록 수간부후도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3(b)]. 또한 굴참나무도 직경이 

증가할 수록수간부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001), 신갈나무가 굴참나무보다 부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모두 

Ⅴ∼Ⅵ영급에서 부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었다. 

2007년 산림청에서 전국 지방산림청 활엽수 천연림보육 

대상지 부후율 조사에서도,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

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경급이 증가

할수록 수간부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unthede and Vasiliauskas(2002)는 Quercus robur림에

서 상황버섯의 일종인 찰진흙버섯과 부후와의 관계 연구

에서, 참나무류 5,455본중 677(12.4%)본을 대상으로 부후

균인 담자균류를 조사한 결과, 직경이 20 cm 이하에는 

0.6%만 나타났고, 직경이 50-100 cm 사이에 15%가 나타

났으며, 직경과 수령이 증가할 수록 담자균류의 증가도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수령이

나 직경이 커질수록 수간부후목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Tatsuhiro et al.(1996)의 연구에서는 직

경과 수령이 수간부후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

데, 이 연구에서는 건전목 평균직경 9.8 cm, 평균수령 

37.3년, 수간부후목 평균직경 9.8 cm, 평균수령 38.9 cm로 

조사대상목의 직경범위가 6∼16 cm 사이로 대체로 중·소

경목이고 수령 또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

다. 굴참나무의 부후강도는 아직 초기단계(18.8%)인 반면

에 신갈나무의 부후 진행강도는 초기 단계(21.1%)에서 중

간단계(31.4%)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후

의 유형은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모두 변색과 조직고사 유

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Figure 3(d), 3(e)]. 

지역별로도 마찬가지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갈나

무는 부후강도가 중간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부후유형은 

조직고사 및 탈색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굴참나무는 부후

강도 초기단계에 부후유형은 조직고사 및 탈색이 조금 나

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건전한 임목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s 4, 5). 특히, 신갈나무의 부후

유형은 주로 조직탈색 및 고사단계의 부후가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영급이 Ⅴ∼Ⅶ 영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이

러한 조직고사 및 탈색단계의 부후는 곧 할렬이나 심재부

의 동공의 발생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나무류의 

부후강도나 부후유형의 패턴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두 수종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종간의 

부후율의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참나무류의 부후는 맹아갱신림의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맹아목에서 부후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과 관련

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2). 특히 신갈나무가 다른 참나무류에 비하여 

맹아 발생이 잘 되는 수종으로 알려져 부후율이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참나무중 신갈나무가 맹아발생이 높다는 근

거로는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 제6차 국가산

림자원조사(2011∼2015)의  대표수종이 신갈나무와 굴참나

무인 고정표본점 전체 2,101개를 분석한 결과, 맹아갱신림 

218개의 고정표본점중 신갈나무 131개(60.1%), 굴참나무 

56개(25.7%), 상수리나무 12개(5.5%)순으로 나타나 신갈

나무의 맹아갱신림이 굴참나무의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5). 또한 2007년 산림청

에서 전국 지방산림청 활엽수 천연림보육 대상지 400개소 

1,854본을 대상으로 활엽수 부후율(Korea Forest Service, 

2007)조사에서, 맹아지와 실생묘에 의한 부후율을 비교한 

결과 맹아묘목이 58.0%, 실생묘 42.0%로 맹아묘목이 실생

묘보다 부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후는 외부로부터 상처에 의한 균

류의 침입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Berry(1969)는 

490그루의 부후균이 침입한 나무를 조사한 결과, 임목에 

상처를 주는 외부의 원인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산불

에 의한 상처(128그루, 26.1%)가 가장 많으며, 기타 곤충

에 의한 상처(78그루, 15.8%), 죽은 나무가지(69그루, 

15.9%), 모수의 그루터기(41그루, 8.4%), 부러진 가지 상

처(31그루, 8.4%) 등의 원인에 의해 상처가 발생하여 부

후균이 침입하여 심재부위로 번져간다고 보고한 바 있

다. 특히 산불로 인해 발생한 부후로 목재의 재적손실이 

전체 재적손실 310.2 Cu.ft 중 32.0%(99.2 Cu.ft)나 되며, 

부후에 의한 상업적 이용재적의 손실은 수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2.66%∼0.57%의 재적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언

급하였다(Berry, 1969; Berry and Lombard, 1978). 이러한 

산불이 부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후의 원인뿐만 아니라 부후의 

발생 위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한 바 있다. Edberg 

and Berry(1999)는 캘리포니아 해안의 대표적인 상록참

나무인 Q. agrifolia를 포함하여 Hardwoods, Eucalyptus, 

Conifers, Quercus lobata, Other oaks의 6개 수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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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3. Comparison of rate of decay by zone (a), diameter (b), age (c) class and degree (d) and 
type (e) of decay (d) in Q. mongolica and Q. variability. 

※ Note: NFS; Northern Regional Forest Service, EFS; Eastern Regional Forest Service, SFS; Southern Regional Forest Service, 
CFS; Central Regional Forest Service, WFS; Western Regional Forest Service.

 

입목의 결함조사에서, 결함이 발생 위치를 조사한 결과 

Q. agrifolia는 뿌리 44.6%, 줄기 28.9%, 가지 26.4% 순으

로 나타났으며, Quercus L.는 가지가 35.1%, 줄기 33.8%, 

뿌리 31.1%, Other oaks는 뿌리 35%, 가지 33.8%, 줄기 

31.3%로 나타났다. 입목의 결함 원인중 부후에 의한 결

함이 Other oaks 86.0%, Q. agrifolia 83.0%, Quercus L. 

75.0%, Hardwoods 55.0%, Eucalyptus 39.0%, Conifers 

24.0% 순으로 주로 참나무류가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atsuhiro et al.(1996)은 활엽수의 부후는 주로 고

사지로부터 침입한 부후균에 의해서 수간의 부후가 진행된

다고 하였다. 그는 물참나무(Quercus mongolica var.), 자작

나무(Betula platyphylla), 고로쇠나무(Acer pictum subsp.) 

3종 143그루에 수간부후의 출현율을 비교한 결과, 고로쇠

나무(66.7%) > 자작나무(34.8%) > 물참나무(4.3%)로 참나

무류인 물참나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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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Comparison of degree of decay by regions in Q. mongolica (a) and Q. variability (b). 

(a)

    

(b)
Figure 5. Comparison of type of decay by regions in Q. mongolica (a) and Q. variability (b).

(a)

    

(b)
Figure 6. The ratio of decay type by class of tree age in Q. mongolica (a) and Q. variability (b).

 

주로 참나무류가 부후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나무가 자신의 고사지

로부터 부후 침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생 갱신 임분이나 

인공림에서도 수간부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목의 경우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참나무류에서 주로 부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Edberg and Berry(1999)는 캘리포니아 해안의 대표적

인 상록참나무인 Q. agrifolia를 포함하여 Hardwoods, 

Eucalyptus, Conifers, Quercus lobata, Other oaks의 6개 

수종에 대한 입목의 결함조사에서, 결함이 발생 위치를 

조사한 결과 Q. agrifolia는 뿌리 44.6%, 줄기 28.9%, 가지 

26.4%순으로 나타났으며, Quercus L.는 가지가 35.1%, 줄

기 33.8%, 뿌리 31.1%, Other oaks는 뿌리 35%, 가지 

33.8%, 줄기 31.3%로 나타났다. 6개의 그룹중에서 유일

하게 Q. agrifolia만 지상부(54.0%와 지하부(46.0%)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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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서 지상부가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5개 그룹에

서는 지하부의 결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산림청의 조

사에서는 지상부가 91.4%로 지하부 8.6%로 지상부의 부

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국

가산림자원조사에 의한 결과에 따르면 맹아갱신림이 신

갈나무 60.1%, 굴참나무 25.7%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갱

신의 원인이 산불이나 기타 인위적인 벌채에 의한 갱신

으로 상처를 입은 상처나 그루터기로부터 부후균이 침입

하여 맹아로 발생된 줄기로 침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발생통계(2004∼2019년)에 

따르면 동부지방산림청이 6,928 ha (506건) 가장 산불피

해 면적이 가장 크며, 남부지방산림청 3,965.7 ha (2,252

건), 서부 1,493.0 ha (1,755건), 북부 1,230.6 ha (1,963건), 

중부 832.7 ha (1.036건) 순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다

(Korea Forest Sevice, 2020), 이러한 산불로 인한 신갈나

무와 굴참나무의 임목에 상처를 입히거나 전소에 의해 

발생한 맹아림에 부후균의 침투로 부후율 증가 원인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직경 및 임령과 부후 관계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흉고직경과 임령의 증가에 따

른 수간부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신갈나무와 굴참나무의 직경급별 부후강도 조사결과, 

두 수종 모두 직경급이 증가할 수록 부후강도도 심해지

는 경향을 보였으며(Table 3, p<0.0001), 특히 신갈나무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후강도가 “약”보다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7). 직경급과 마찬가지로 영급에 있어서

도 신갈나무는 영급이 증가할 수록 부후강도는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Table 3), 굴참나무는 아직 부후강도가 

대부분 “약” 의 단계이나 신갈나무의 경우 부후가 상당

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8). 또한 직경 및 

임령별 부후유형별 부후율 조사에서, 두 수종 모두 직경

과 임령이 증가할 수록 전체 직경 및 임령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후유형인 “조직고사 및 탈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s 9, 10). 탈색 

및 조직고사 단계가 지나면 곧 본격적으로 목재의 재질

이 파괴되어 재질 손실로 이어지는 부후, 동공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Berry and Lombard(1978)는 살아있는 참나무류의 부후

와 관련된 부후균에 대한 연구에서, 5종류의 참나무류에

서 31종의 부후균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부후균의 침입

위치는 White rot 균류(24종)서는 줄기부분에서 74.5% 

(551개), 그루터기 25.5%(189개), Brown rot 균류(7종)에

서는 줄기부분 42.1%(78개), 그루터기 58.9%(111개)로 

White rot 균류는 줄기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Brown 

rot 균류에서는 그루터기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후에 의한 목재의 재적손실은 white rot 균류 줄기 

322.9 ft3 (58.1%), 그루터기 233.3 ft3 (41.9%), Brown rot 

균류에서는 줄기 105.3 ft3 (27.7%), 그루터기 275.3 ft3 

(72.3%)로 White rot 균류에서는 부후균의 침입수가 많은 

줄기의 목재 재질손실량이 그루터기보다 많았지만, 

Brown rot 균류에서는 오히려 부후균의 침입수가 적은 

줄기의 목재의 재질손실량이 그루터기보다 약 2.6배 정

도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전체 조사결과에서 줄기 

428.2 ft3 (45.7%), 그루터기 508.6 ft3 (54.3%)로 부후균의 

침입수가 높은 줄기(629개)보다 그루터기(300개)가 목재

의 재적 손실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brown rot 균류중 특정 균류(Laetiporus sulphureus)가 균

류 전체 균류 31종의 목재 재적 손실량(936.8ft3)의 

18.2%(171.3 ft3)를 차지하며, Brown rot 균류의 재적 손

실량(380.5 ft3)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종의 균류들중 특정 균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목재의 

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목의 부위별 부후발생 조사, 부후로 

인한 목재손실량, 부후목의 부후균의 동정 등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기존의 여러 

외국 연구에서 부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수종, 

직경, 임령, 부후균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참나무류

의 부후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갱신림의 관리 유지, 

적정밀도 유지 등과 같은 산림 경영·시업이 필요하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경목 이상의 직경급은 영급이 주로 

Ⅳ∼Ⅵ 영급으로 벌기령에 도달한 임분으로 벌채가 진행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목재의 재적손실이 우려되고 있

어, 우리나라 활엽수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참나무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Species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

Q. 
mongolica

Constant 40.56737 10.38 <.0001

DBH  1.29252 9.00 <.0001

Constant  4.7104 0.48 0.6345

Age  1.7538 6.97 <.0001

Q. 
variabilis

Constant 19.7521 3.63 0.0004

DBH  0.3988 2.22 0.0285

Constant 14.1830 1.39 0.1676

Age  0.4089 1.66 0.1003

Table 3. The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rend
of tree decay according to tree DBH and height in Q. mongolica
and Q.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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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ratio of decay degree by class of tree diameter in Q. mongolica (a) and Q. variability (b).

    

Figure 8. The ratio of decay degree by class of tree age in Q. mongolica (a) and Q. variability (b).

    

Figure 9. The ratio of decay type by tree age in Q. mongolica (a) and Q. variability (b).

    

Figure 10. The ratio of decay type by tree diameter in Q. mongolica (a) and Q. variabili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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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활엽수인 참나무류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갈나무와 굴참나무를 

대상으로 부후조사를 추진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별로 고르게 신갈나무와 굴참나무 5,005본을 선정하여 

벌채에 의한 부후조사를 진행하였다. 신갈나무의 부후율

은 66.4%, 굴참나무의 부후율은 29%로 신갈나무가 굴참

나무보다 2배 이상 부후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두 수

종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후는 직경과 

임령이 증가할수록 부후율은 증가하였고, 부후강도는 신

갈나무는 “중”, 굴참나무는 “약”의 단계이며, 부후유형은 

신갈나무는 “탈색 및 조직고사”, 굴참나무는 “상흔” 단계

가 가장 높았다. 특히 신갈나무가 굴참나무에 비하여 상

당히 부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

년 참나무류에 대한 전국적 부후실태 조사에서 신갈나무

와 굴참나무의 부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요 활엽수인 참나무류는 전체 

산림의 22.3(975천ha)%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종으로, 

특히 신갈나무와 굴참나무는 전체 참나무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종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침

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임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현재 활엽수림이 32.0%(’15)로 10년전인 26.9%(’05) 

비하여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9;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2013). 본 연구

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참나무류에 대한 부후 진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후로 인한 목재의 재

적손실은 불가피하며, 또한 부후로 인한 목재의 품질등

급은 가장 낮은 등급인 연료재로 시장에 공급될 것이다. 

벌기령에 도달한 국·사유림의 참나무류의 목재가 대부분 

가장 낮은 가격의 원료재급으로 공급된다면 산림시업 등 

산림경영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산림자원중 활엽수중 48.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참나무류에 대한 산림시업 등 갱신· 육림

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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