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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IPCC(201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전 

세계적으로 관측된 변화로 기후가 온난해지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부분은 전례 없던 현상

이며, 대기와 해양의 온도 및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반

면 눈과 빙하의 양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지속적

인 기온상승 뿐만 아니라 지속된 가뭄과 봄철 이상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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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bies koreana seedlings in the Hallasan Mountain. 

Accordingly, the obtained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A. koreana seedlings increased by 2.6 and 4.8 times in the 
Yeongsil and Jindallaebat areas, respectively, over the 10-year period. Most of these seedlings were found to be growing on 
moss-covered rocks. The average tree height over the last 10 years was obtained as 20.4 cm in the Yeongsil area and 3.6 cm in 
Jindallaebat with growths of 4.1 cm and 1.4 cm, respectively over the last 2 years. Of all the mature trees that were surviving 
in 2009, 6 died in Yeongsil in 2014 (with an additional 4 in 2018) and 13 in Jindallaebat in 2016. Over the 10-year period, the 
diameter at breast height of the tree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has increased by an average of 0.6 cm and 4.2 cm. Similarly, 
an average of 6.8 cones was found in the Yeongsil area in 2014 and 26.3 in Jindallaebat in 2016. However, in 2018, no 
additional cones were found in the former, although an average of 1.4 cones was observed in the latter. With respect to the 
averag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no significant difference could be observed between two monitored areas from 
2016 to 2018. However, in July 2017 and February 2018, the average temperature was higher in the Jindallaebat area, while 
relative humidity was higher in Yeongsil, there by possibly affecting cone growth and flowering between areas. These results 
indicate the survival and growth of A. koreana seedlings in the Hallasan Mountain is sensitive to the environments of each 
area. Hence,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environment changes and in-depth studies on the flowering and fruiting of A. 
koreana seedlings needs to be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urvival rates and changes in 
weath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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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산림 피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KMA, 2018). Antos et al.(2008)은 세

계적으로 고산지역에 분포하는 전나무(Abies)속 식물의 

대부분이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 생육이 힘들고 개체수 

유지가 어려워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저위도의 한라산 지역에 분포하는 아고산 식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는 견

해가 많으며(Kong, 1999; Lee et al., 2008; Yun et al., 
2010; Park et al., 2012), 그 중 구상나무는 온도 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의 생장환경 변화(Kim and Lee, 2013; 
Ahn et al., 2019)와 함께 이종 침입(Song et al., 2010; 
Kim et al., 2011; Park et al., 2012), 해충 발생(Nam, 
2014), 건조한 동절기 기후로 인한 수분스트레스 증가와 

그로 인한 수분수지 불균형(Koo et al., 2001; Lim et 
al., 2006) 등으로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수종이다. 

한라산에 분포하고 있는 구상나무숲의 경우 식생 구

조의 불균형, 특히 초본층에서 구상나무 치수의 발생 감

소와 상층(수관층)으로의 원활한 개체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식생 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Kim et al., 1991; Lim et al., 2006; Song et al., 2010; 
Kim et al., 2016). 또한 제주조릿대 확산 및 밀도 증가로 

인해 구상나무 종자의 발아 저해와 피압으로 인한 치수 

생육 상태가 불량해지고 있다(Park and Kim, 1986; Lee 
and Hong, 1995; Song, 2011; Kim et al., 2016). 이 같

은 구상나무의 종자 산포에 의한 발아와 이들 개체의 지

속적인 생장은 구상나무숲의 유지와 발달에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지만 발생된 개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의 아고산 지역 구상나무숲에서 

발생하는 구상나무 치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육 및 

생장 모니터링과 구과량을 조사하여 구상나무 숲의 식생

구조 변화와 구상나무 치수의 발생 추이, 생장량 변화를 

분석하여 건전한 구상나무숲의 유지 및 장기생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지 및 조사방법 

2.1. 조사지

한라산 구상나무숲은 사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해발고도 1,300 m 이상의 아고산 지역에 분포한다

(Fig. 1). 구상나무숲의 장기생태 연구를 위해 정상의 백

록담을 중심으로 구상나무숲이 넓게 분포하는 동부지역

의 진달래밭과 서부지역의 영실에 2008년에 400 m2의 

Fig. 1. Location map of survey sites of Abies koreana seedling in Hallasa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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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고정방형구 25개(1 ㏊)를 설치(Song, 2011)하였

다. 설치된 방형구 중에서 구상나무 치수 밀도가 가장 높

은 1개의 방형구(400 m2)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

하기 위해 5 m×5 m(25 m2)의 소방형구 16개를 구획하

여 치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실 지역의 조사구 해발고도는 1,650 m이며, 진달래

밭 지역은 1,550 m로 100 m의 차이가 나지만, 두 지역 

모두 높은 밀도의 구상나무숲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구

의 방위는 영실 지역이 서쪽 방향이며, 진달래밭 지역은 

동쪽 방향을 하고 있어 지역별로 강수량, 기온 등 다양한 

기상 환경이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는 환경 변화에 오

랫동안 적응된 구상나무 숲이 존재한다(Moon, 1988; 
Oh et al., 2001; Song et al., 2010). 암석노출비율은 영

실 지역이 35%이상 95%까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

나지만, 진달래밭 지역은 5%에서 45%까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2. 조사방법

영실과 진달래밭의 각 조사지역에 400 m2(20 m×20 
m)의 고정 방형구를 설치(2008년)하고, 정밀 조사를 실

시하기 위하여 조사구 내에 5 m×5 m의 소방형구 16개
를 세분화하여 설치(2014)하였다. 2009년 방형구별로 

치수 밀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

지 2년 주기로 3차 조사까지 실시되었다. 구상나무의 치

수는 발아 직후의 1년생부터 초본층 이하의 모든 구상나

무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개체별로 알루미늄태그를 이용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철사로 줄기에 고정하였다. 치수가 

너무 작거나 부착이 어려운 개체는 지표면에 알루미늄 

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치수의 생장량 및 생존율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치수의 높이와 수관폭, 수령, 발아 

지점의 지표면 현황을 바위, 나무, 토양으로 구분하였고 

각 현황별로 유기물, 이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조

사 지역의 입지변화와 생육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방형구 내에 출현하는 모든 구상나무 개체의 흉고직경, 
줄기의 형태와 생육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치수 밀도에 

영향을 끼치는 구과량 조사는 2009년, 2014년, 2018년
에 실시하였으며, 조사구내 모든 구상나무 개체에서 발

생한 구과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구과량 및 치수 생장량

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조사구의 

현지 기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구에서 2016년부

터 간이기상장비(HOBO U30 Station, ONSET®)를 설

치하여 기온과 상대습도를 3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입지 변화

조사지역별로 제주조릿대, 고사목, 숲 틈에 대한 각각

의 피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제주조릿대의 피도는 

진달래밭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영실 지역에서는 

4개의 소방형구에서 미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고사목의 피도는 진달래밭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지

만, 영실 지역에서는 2개 소방형구에서 소폭 상승하였으

며, 숲틈의 피도는 영실 지역에서 5개의 소방형구에서 증

가하였다(Table 2). 
한라산에 분포하는 구상나무 숲은 사면에 따라 식생 

구조와 천이단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Lim et al., 2006; 
Song et al., 2010). 제주조릿대의 밀도(Park and Kim, 
1986; Kong and Watts, 1993; Song, 2011)와 고사목

의 발생빈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숲틈의 피도(Chung 
et al., 1996; Kim et al., 1998) 증가는 구상나무의 치수 

발생과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구상나무의 종

자산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지 환경의 변화가 

없는 진달래밭 지역 보다는 영실 지역에서 구상나무의 

Survey Site Yeongsil Jindallaebat

GPS coordinate N  33° 21′34.6″, E 126° 30′27.8″ N  33° 22′13.0″, E 126° 33′4.8″

Altitude(m) 1,650 1,550

Aspect(°) Northwest East

Topography Middle slope Middle slope

Coverage of rock(%) 35～95 5～45

Table 1. Location characteristics of survey sites in Hallasa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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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발생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연구에서는 제주조릿대의 

피도 감소와 고사목과 숲틈의 피도 증가는 구상나무 치

수 발생량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수가 발

생 할 수 있는 조건은 진달래밭 지역보다 영실 지역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 구상나무 숲의 상층부와 관목층의 하층부 

높이는 2014년을 전후로 소폭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Fig. 2). Song et al.(2016)은 태풍과 

가뭄 등의 돌발 기상 이변에 의해 영실 지역 구상나무 고

사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상층부의 식

생 피도는 진달래밭 지역보다 영실 지역이 더 높게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이는 구상나무 보다는 

구상나무를 제외한 기타 수종(산개벚지나무, 주목 등)의 

개체수 증가(Song, 2011; Song et al., 2016)가 원인으

로 판단된다.  

Fig. 2. Changes in vegetation height at the survey site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area. 

3.2. 구상나무 숲의 기상 변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상나무 숲에서 조사된 기

온 및 상대습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와 상대습

도가 측정된 기간 동안 두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지만, 2017년 A(7월)와 2018년 B(2월)구간에서

는 두 지역 간 차이가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Quadrat  

Coverage class1) of Sasa sp. Coverage class1) of dead tree Coverage class1) of forest gap

Yeongsil Jindallaebat Yeongsil Jindallaebat Yeongsil Jindallaebat

 '09 '14 '18  '09 '14 '18  '09 '14 '18  '09 '14 '18  '09 '14 '18  '09 '14 '18

a1

2
(Avg.)

+ +

11
(Avg.)

11 11

5
(Avg.)

2 2

4
(Avg.)

4 4

5
(Avg.)

3 3

6
(Avg.)

5 5

a2 + + 11 11 3 3 4 4 4 4 2 2

a3 + + 10 10 6 6 3 3 8 8 5 5

a4 2 3 11 11 6 6 4 4 6 6 3 3

b1 + + 11 11 4 4 3 3 4 4 6 6

b2 + + 11 11 4 4 2 2 5 5 5 5

b3 4 3 11 11 6 6 5 5 7 7 3 3

b4 10 9 11 11 3 3 5 5 7 7 3 3

c1 + + 10 10 4 5 1 1 4 5 3 3

c2 + + 11 11 5 5 4 4 7 7 4 4

c3 + + 11 11 5 5 2 2 4 5 3 3

c4 7 7 11 11 5 5 2 2 4 5 4 4

d1 + + 11 11 3 3 3 3 4 5 8 8

d2 + + 11 11 3 4 5 5 4 5 6 6

d3 1 1 11 11 2 2 1 1 3 3 4 4

d4 11 10 11 11 4 4 3 3 5 5 5 5
1) +: under 1 %, 1: 1-5, 2: 5-10, 3: 10-20, 4: 20-30, 5: 30-40,  6: 40-50,  7: 50-60, 8: 60-70, 9: 70-80, 10: 80-90, 11: 

90-100.

Table 2. Vegetation coverage changes among habitats at the survey sites in Hallasan Mountain in 2009, 2014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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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다(Fig. 3). 기온은 진달래밭 지역에서 더 높았

으며, 상대습도는 영실 지역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4월
부터 5월까지 개화시기임을 감안하면, 2018년도 개화량

에 B 구간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과 

발생량 변화와 기상환경의 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서는 지속적인 환경변화 모니터링과 개화 및 결실량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3.3. 구상나무의 입목 변화

치수 조사구에서 구상나무 성숙개체의 생육 상태 변

화 조사결과, 모든 조사구에서 살아 있는 구상나무 개체

수가 감소하였으며, 영실 조사구에서는 지속적인 개체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상나무를 

제외한 기타 수종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구상나무 개체

수가 많은 진달래밭 지역이 상층 구상나무의 피도가 더 

높다. 구상나무의 치수 발생은 상층 피도가 25% 정도의 

임분에서 가장 높고, 75% 정도의 임분에서는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낮다(Chong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구상나무 치수는 상층 구상나무 피도가 낮은 영실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살아 있었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고사된 것으로 조사

된 개체는 영실 지역이 6개체, 2016년에 조사된 진달래

밭 지역은 13개체였으며, 상층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개

체는 영실 지역이 4개체, 진달래밭 지역은 1개체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영실 지역에서 4개체가 고사했으며, 
진달래밭 지역은 고사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2015년 이전부터 구상나무 고사

목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Koh et. al., 2015) 했지만, 
조사결과 진달래밭 지역에서 고사목 발생량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ayer
Yeongsil Jindallaebat

 '09 '14 '18  '09 '14 '18

Upper  50 56.6±13.5 55.0±13.0 65 65.0±17.0 65.3±15.3

Lower 50 45.0±13.7 43.8±11.2 30 27.5±10.0 28.1±10.3

Herb 40 68.8±16.5 66.3±15.4 90 92.8±3.1 93.1±3.1

Table 3. Changes in total vegetation coverage by layer at the survey site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area 

Fig. 3. Change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2016-2018) of Abies koreana forest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A and B : The difference occurred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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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목의 흉고직경의 생장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구
상나무와 기타 수종의 흉고직경은 영실 지역보다 진달래

밭 지역에서 더 많이 생장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영실 지

역의 구상나무는 평균 흉고직경 0.6 cm, 진달래밭 지역

은 4.2 cm가 증가하였다(Table 6). 두 지역에서 구상나

무 개체수는 큰 차이 없이 감소했지만, 진달래밭 지역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흉고직경 생장량이 7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구상나무 구과량 변화

구과량 조사 결과, 영실 조사구에서는 2014년에 평균 

6.8개, 진달래밭 조사구에서는 2016년에 평균 26.3개로 

조사되었다. 구상나무 치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개체

수와 생장 및 생존여부가 결정된다(Kong and Watts, 
1993; Lee and Hong, 1995). 건강한 종자의 생산은 어

떤 종의 천연림 생태계에서 지속적인 생존에 가장 기본

적인 요건이며, 치수발생 밀도는 낙하종자 밀도로 설명

되기도 한다(Masaki et al., 2007). 따라서 구상나무의 

구과량에 따라서 치수발생량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7년에는 구상나무 구과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2018년 두 지역에서 구상나무 치수 1-2년생 개체가 급격

히 증가한 것은 2016년에 구과 발생량이 많았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3.5. 치수 변화

영실과 진달래밭 지역에서 조사된 구상나무의 치수의 

개체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영실 지역은 살아있는 구

상나무의 치수 개체수가 2009년(242개체)에 비해 2018
년에는 2.6배(631개체) 증가했지만, 진달래밭 지역은 

4.8배(41개체→197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Year

Yeongsil Jindallaebat

Abies koreana The other species  Abies koreana The other species  

Alive Dead Alive Dead Alive Dead Alive Dead

2009 34 26 44 1 41 15 49 0

2014 32 32 73 2 - - - -

2016 - - - - 30 27 64 4

2018 23 36 74 2 30 27 64 4

Table 4. Changes in the number of Abies koreana and the other species at survey site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Year
Yeongsil Jindallaebat

Live to die New occurrence Live to die New occurrence

2014 6 4 - -

2016 - - 13 1

2018 4 0 0 0

Table 5. Change in the number of mature Abies koreana died and newly occurred at survey site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Year
Youngish Jindallaebat

Abies koreana The other species  Abies koreana The other species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2009 2.0 12.1 24.0 2.0 6.2 13.5 4.0 14.9 32.0 2.0 6.8 17.0 
2014 2.7 12.3 20.7 2.1 6.4 14.4 - - - - - -
2016 - - - - - - 3.5 18.5 33.2 2.0 7.6 20.7 
2018 3.1 12.7 21.2 2.4 6.8 13.9 3.6 19.1 33.3 2.2 7.9 28.0 

Table 6. Changes in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cm) of Abies koreana and the other species at Yeongsil and Jindallae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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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증가율은 영실 지역보다 진달래밭 지역이 더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구상나무 숲에서 구상나무 치수의 발

생은 제주조릿대의 높은 밀도와 피도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and Kim, 1986; Lee and 
Hong, 1995; Song, 2011; Kim et al., 2016). 본 연구에

서 조사된 제주조릿대 피도 등급의 변화(Table 8)는 영

실 지역이 조금 낮아져 치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진달래밭 지역은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

로 치수의 발생과 생육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제주조릿대 

피도와 밀도(Song, 2011; Kim et al., 2016), 기온 및 강

수량(Kim et al., 2016; Lee, 2016)의 변화가 치수의 개

체수 감소와 생육 저하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치수발생 가능성은 영실 지역이 더 높

게 나타났지만, 개체수 증가는 진달래밭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주조릿대의 밀도와 기상환

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치수가 자라고 있는 지형의 특성 

및 구과량 등의 다양한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구상나무 치수가 자라는 지표면의 특성을 유형별(암

석, 나무, 토양)로 구분하고, 치수가 발아된 각 유형의 표

면은 이끼와 유기물이 쌓여 있어 세부 유형별로 개체수

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구상나무 치수는 암석위에 이

끼가 자라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았다(Fig. 4). 

Year
Yeongsil Jindallaebat

Min. Mean Max. Min. Mean Max.

2014 0.0 6.8 25.0 - - -

2016 - - - 0.0 26.3 75.0 

2018 0.0 0.0 0.0 0.0 1.4 12.0 

Table 7. Changes in the number of cones produced from Abies koreana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Year

Yeongsil Jindallaebat

Number of individuals Age of tree Number of individuals Age of tree

Alive Dead Total 1-2 3-5 6-10 11< Alive Dead Total 1-2 3-5 6-10 11<

2009 242 - 242 - - - - 41 - 41 - - - -

2014 449 - 449 62 211 156 20 28 - 28 25 3 0 0

2016 462 20 482 24 110 279 49 52 10 62 31 20 1 0

2018 631 51 682 147 90 272 122 197 31 228 175 14 8 0

Table 8. Changes of the number and age of Abies koreana seedlings at Yeongsil and Jindallaebat in Hallasan Mountain

Fig. 4. Changes of the number of Abies koreana seedlings according to forest floor type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216 송국만 김재훈 최형순

아고산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수량 부족은 구상나무의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
반적으로 강수가 발생한 후 암석에서 수분 유지가 가장 

어렵고, 토양에서 수분유지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Lee, 2013; Ahn et 
al., 2019). 영실 지역에서는 암석에서 발생되는 치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토양에서 발생한 개체수는 진달래밭 지역이 더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추정은 유형별로 발생하

고 있는 치수의 고사목 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영실 지역에서 암석위에 자라는 구상나무 치수가 40개체

로 지표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고사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구상나무 치수의 수고 생장량은 2016년까지 증가했

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이 같은 감소는 영실 지역에서는 수고가 큰 개체가 

2018년 조사에서는 고사되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수고는 20.4 cm, 지난 2년간 평균 4.1 
cm가 성장했으며, 생장량이 가장 많은 개체는 수고 37 
cm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달래밭 지역은 평균 

수고는 3.6 cm, 지난 2년간 평균 1.4 cm가 성장했으며, 
생장량이 가장 많은 개체는 10 cm가 증가하였다. 수고 

생장량의 감소는 건조에 의해 발생하는 고사목 발생과 

폭설로 인해 가지 부러짐 등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수고가 큰 개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생장(Cho et. al., 
2001)하기 때문에 평균수고가 높은 영실 지역에서 더 높

은 생장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초본층에서 구상나무 종자의 

산포에 의한 치수의 발생감소와 상층(수관층)으로의 원

활한 개체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식생 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조릿대 확산 및 밀도 증

가로 인해 구상나무 종자의 발아 저해와 피압으로 인한 

치수의 생육이 매우 불량하다. 구상나무의 종자 산포에 

의한 치수의 발생과 이들 개체의 지속적인 생장은 구상

나무숲의 유지와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치수

의 발생과 생장에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라산 구상나무숲에서 발

생하는 구상나무 치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육 및 생

장 모니터링과 구과량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상나무 

숲의 식생구조 변화와 구상나무 치수의 발생 변화, 생장

량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구상나무숲의 유지 및 

장기생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치수 개체수는 지난 10년간 영실 지역은 

2.6배, 진달래밭 지역은 4.8배 증가하였으며, 이들 구상

나무 치수가 자라는 지표면의 유형은 암석위에 이끼가 

자라는 유형에서 가장 많은 치수가 자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고사된 구상나무 치수도 암석위에 자라고 

있는 유형에서 더 많이 고사되었으며, 이 같은 결과로 추

정하면 구상나무 치수 개체수는 영실 지역에서 더 빠르

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상나무 치수 조사구에서 

구상나무 성숙개체의 임목량과 구과량 조사결과, 상층에 

있는 구상나무의 개체수는 영실 지역에서 더 빠르게 감

소하였으며, 흉고직경은 지난 10년간 영실 지역은 0.6 
cm, 진달래밭 지역은 4.2 cm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조사구의 상층에서 구과가 열린 구상나무 개체의 구

과량 조사결과 영실 조사구에서는 6.8개, 진달래밭 조사

구에서는 26.3개가 조사되었다. 구상나무 치수의 개체수 

감소는 종자를 공급하는 상층 개체의 감소와 구과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실 지역이 구상나무 치수 개체

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상

나무의 생육 상태뿐만 아니라 구과량에 영향을 끼칠 수 

Year

Yeongsil Jindallaebat

Height Height growth Height Height growth

Mean Max. Min. Mean Max. Mean Max. Min. Mean Max.

2014 19.1 130.0 - - - 3.5 11.2 - - -

2016 22.7 135.0 -14.0 4.4 27.5 5.2 12.0 -1.1 2.5 7.5 

2018 20.4 102.7 -35.0  4.1 37.0 3.6 21.0 -7.0  1.4 10.0 

Table 9. Changes of height (cm) Abies koreana seedlings in Yeongsil and Jindallaebat



217한라산 구상나무 치수의 10년간 생장 변화 

있는 기온과 상대습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요인과 구과량, 치수발생량 및 생장량에 다

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지역별로 다양한 식생구조와 기상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치수의 발생과 생육뿐만 아니라, 
구과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
실 지역보다는 진달래밭 지역에서 구상나무의 치수뿐만 

아니라, 종자 산포능력이 있는 상층의 구상나무 개체의 

생존 가능성 및 생장량이 더 양호하였다. 구상나무 치수

의 생육 및 생장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구상나무 구

과량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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