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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가 말해주는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숲의 연령구조가 쇠퇴에 큰 영향-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쇠퇴 원인을 연륜연대학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 그리고 숲의 연령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 연륜연대학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과거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된
나무로 신생대 3기부터 수백만 년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우리
나라에 적응한 특산수종이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대
표 구상나무 숲으로 제주도 고산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얕은 토양층
등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자생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
해 39% 이상 쇠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정확한 쇠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서정욱 교수팀과 2017년부터 3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해발 1,600-1,700m)에서 고사목과 생육목 총 120개체의 나이테를 연
륜연대학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지난 32년간의 기상자료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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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태풍의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그리고
구상나무의 비교적 낮은 한계수명이 구상나무 숲의 감소 원인임을 밝
혀냈다.
○ 한라산의 동쪽(진달래밭)과 남쪽(방애오름)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에
넘어진 고사목은 2012년에 가장 많았는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잇
따른 강한 태풍이 제주도 구상나무 숲 고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 죽은 고사목은 2013년에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태풍의 피해 영향이 이듬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조사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생육목은 114년, 고사목은 131년으
로 구상나무의 생물학적 한계수명은 약 150년 이하의 짧은 편으로 나
타났다.
○ 구상나무의 고사 시기는 대부분 봄과 여름 사이(약 63%)인 것으로 나
타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이 나무가 생장을 시작하는 봄철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여, 수분 부족으로 인해 쇠퇴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상나무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성목 관리와 더불어
어린나무가 안정적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관리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유전다양성복원팀은 DNA 마커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각 나무의 유전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개체를 확보하는
DNA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적절한 개체를 선발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양
묘를 통한 복원재료 확보 및 현지외 보존원을 조성하고 있다.
□ 유전다양성복원팀 임효인 박사는 “이번 한라산 구상나무 쇠퇴 원인 구
명은 태풍 위협의 심각성과 더불어 구상나무 숲의 연령 구조를 밝혔다
- 2 -

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말하며 “따라서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DNA 이력관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복원
기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 구상나무 사진 4매

□ 한편, 이번 연구는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국제학술
지인 ‘Atmosphere’ 2021년 특별호에 게재되었다.
붙임파일 : 없음
첨부파일 : 관련 사진 4매

한라산 구상나무 숲

(한라산)구상나무 생육목

(한라산)구상나무 고사목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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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구상나무 논문자료

※ 붙임자료 : 전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림 현황과 보전 방안(국립산림과학원, 2019) 발췌

한라산 구상나무 어린나무 발생 현황

한라산 구상나무의 고사목 발생과 태풍과의 연관성 결과
(좌: 선 채로 죽은 고사목(SD)/ 우: 넘어져서 죽은 고사목(FD))

→

2012년과 2013년 고사목 비율이 높게 나타남

한라산 구상나무 숲 연령별 구조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시기 분석을 위한 나이테 사진
(OTR : 최 외곽 나이테, EW: 조재, LW: 만재, cLW: 완성된 만재)

→
→
→

좌 : 봄-여름 시기에 고사함(EW가 생성되는 도중 고사)
중 : 여름-가을 시기에 고사함(LW가 생성되는 도중 고사)
우 : 가을-이듬해 봄 시기에 고사함(cLW 형성됨)

한라산 구상나무 어린나무 발생 현황(밀도 및 표본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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