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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은 주로 한반도 아고산 지대에
서식하는 희귀·멸종위기식물로 분포 면적뿐 아니라 개체군 크기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개체군 단위의 생육 및 동태에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왕산 지역에서 연륜생태학적 분
석을 이용하여 눈측백 생장과 고사 양상, 그리고 눈측백 개체군의
구조와 동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은 이령림 형태를 보이며 좁은 면적(0.246 ha)에 집중 분포
하고 있었다. 개체군의 무성 번식 비율은 약 36 %였으며 조사 당시
구과를 맺고 있던 모수는 총 59 개체로 전체 개체의 0.86 %에 불
과하였다. 눈측백의 구과 결실은 수고 1 m 이상 혹은 흉고직경 1.2
cm 이상인 개체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중왕산 눈측백 개체들의 대부
분은 결실이 불가능한 크기의 어린 개체들이었다. 중왕산 눈측백의
직경은 연 평균 1.03 mm씩 느리게 자랐으며 수고는 연 평균 7.3
cm씩 자라고 최대 11.1 m까지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 초기
직경이 큰 개체일수록 향후 직경 크기도 크게 나타나(P < 0.05) 생
육 초기 10 년 이내의 직경 생장량과 생장 속도가 눈측백 직경 크
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눈측백의 수고는 1 m 높
이까지 자라는데 약 20 년이 걸리며 출생 후 30 – 40 년이 될 때
수고 생장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왕산 눈측백이
고사하는 연령은 약 40 년에서 200 년 사이였으며 주로 80 년에서
110 년 일 때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측백 고사목은 대부분
도목 형태로 존재하였으며(65.3%) 고사목의 55 %에서는 형성층의
부분 고사 현상이 발견되었다. 눈측백은 형성층의 부분 고사 이후에
i

도 최대 37 년까지 더 생육하다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간
이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면서 생기는 뿌리의 피해가 형성층의 부분
고사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이 형성된 시점
은 1800년대 이전으로 지난 210 여 년 동안 총 네 차례(1890년대,
1920년대, 1940년대, 1980년대)에 걸친 개체군 크기 변동이 관찰
되었다. 눈측백 개체군의 크기는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꾸준
히 증가하다가 1960년대부터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교란으
로 인해 눈측백의 연년 고사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렬모형으로 예측한 중왕산 눈측백의 미래 개체군 크기는 무성 번
식 비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현지에서 조사된 무성 번
식 비율에 따르면 미래 눈측백 개체군의 크기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왕산 눈측백은 생장이 느리나 수명이 길고 크
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체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현지
내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개체군 구조, 개체군 동태, 부분 고사, 연륜생태학

학 번 : 201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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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은 한반도와 중국 지린성 지역
에 분포하는 아고산대 수종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아고산 지대에 고
립되어 서식한다(공우석, 2004; Kim et al., 2011). 우리나라에는 현
재 10 - 12 개 집단이 남아 있으며(장진성 등, 2011; Kim et al.,
2011) 내건성이 약해 주로 산림 내 북사면에서 발견된다(이창복,
1988; 김휘 등, 1999; 권혜진 등, 2010; 홍문표, 2010). 눈측백의
직경 생장은 느리며(Wilson, 1920), 서식지에 따라 관목 또는 아교
목 형태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Wilson, 1920; Uyeki,
1926; Lee, 1980; Liguo et al., 1999) 생육 양상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다.
눈측백은 멸종 위기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Aljos et al., 1993; Liguo et al., 1999; 산림청 국립수목원, 2008;
Kim et al., 2011) 눈측백의 현지 내 보전과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송정호 등, 2006; 양병훈 등, 2009). 그러나
멸종 위기 평가에 있어 산림청 국립수목원(2008)에 따르면 국내
잔존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적이고 분포 면적이 비교적 넓다 하였으
나 Kim et al.(2011)은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에
내에 남아 있는 집단은 12 개 이내라 보고하는 등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멸종 위기의 수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눈측백에 대한 일련의 연구 및 보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눈측
백이 희귀·멸종위기식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
1

야 한다. Drury(1974)는 희귀종이 보이는 지리적 분포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서식이 적합한 지리적 영역 내에 작
은 집단들이 여기 저기에 분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작은 집단들이
넓은 지리적 영역 중 서식이 적합한 지역에만 서식하는 경우. 마지
막은 소수의 지역에 제한되어 서식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에 개체수
가 많더라도 희귀하다 보았다.
눈측백의 경우 알려진 분포지가 대부분 한반도 아고산대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Wilson, 1920; Uyeki, 1926; 이창복, 1988; Kim
et al.,2011) Drury(1974)의 정의에 따라 희귀 수종이라 볼 수 있
다. 반면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포 면
적, 아집단의 수, 전체 개체수, 개체군의 감소 추세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장진성 등, 2005; IUCN, 2011). 그러
나 대다수 희귀 식물의 경우 개체군의 크기 및 감소 추세를 정량적
으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분포 면적을 멸종 위기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장진성 등, 2001). 눈측백도 개체군 크기와
추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포 면적의 감소 추세를 중심으로
(IUCN 적색목록 평가기준 B2ab(ii, iii, iv, v), C2a(i), D1) 멸종 위
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Kim et al., 2011). 그러나 희
귀 수종의 경우 개체군의 크기가 줄면 개체군 내 동태적 변동이나
일시적인 환경적 변동뿐 아니라 유전 변이량의 감소, 유전자 부동,
근친교배의 증가, 근친교배 약세와 같은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 멸종
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Ellstrand and Elam, 1993; Lynch et al.,
1995).
따라서 눈측백의 멸종 위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선 개체군의 크기와 그 변화 추이에 대한 정보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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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눈측백의 경우 분포 면적 외에는 개체군
의 크기조차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Kim et al., 2011). 또
한 눈측백의 생육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눈측백 개체
군 동태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적이 없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눈측
백 개체군의 크기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여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을 대상으로 눈측백 개체군의
구조를 파악하고 연륜생태학적 분석을 통해 눈측백의 생장 및 고사
양상을 밝히며 눈측백 개체군 동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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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1.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

1.1 눈측백의 분포

눈측백은

구과목(Coniferales)

측백나무과(Cupressaceae)

Thuja속에 속하며 Thuja속에는 현재 전세계에 다섯 수종이 존재한
다(Chambers, 1993). 다섯 수종 중 Thuja occidentalis L.와

Thuja plicata Donn ex D. Don는 북미 지역 자생 수종이며(Figure
1) Thuja koraiensis Nakai, Thuja standishii (Gordon) Carrière,

Thuja sutchuensis Franchet는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한다(Liguo
et al., 1999; Qiaoping et al., 2002; Li and Xiang, 2005).
눈측백의 지리적 분포는 한반도와 중국 지린성 지역이지만 백두
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체군이 한반도 내에 자생하는 우
리나라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Liguo et al., 1999; 장진성 등,
2011). 주로 해발고도 750 m에서 1,950 m 사이에 생육하며(Kim
et al., 2011) 백두산(2,774 m), 묘향산(1,909 m), 사수산(1,746
m), 금강산(1,638 m), 설악산(1,707 m), 계방산(1,577 m), 가리
왕산(1,561 m), 태백산(1,567 m) 등 백두대간 아고산 지대를 따라
발견된다(Wilson, 1920; 이창복, 1988; Kim et al., 2011). 현재까
지 알려진 분포지의 위도상 남한계선은 태백산이다(Figure 2).
눈측백은 1897년 북한 양강도에서 러시아 식물학자인 V. L.
Komarov가 처음으로 채집하여 발표하였으며 일본 식물학자인 T.
Nakai가 현재의 학명으로 기재하였다(Nakai, 1919; Wilson,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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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stribution map of genus Thuja L. (1) T. plicata, (2) T.

occidentalis, (3) T. standishii, (4) T. koraiensis, (5) T.
sutchuenensis (Qiaoping et al., 2002).

Figure 2. Occurrence data of Thuja kora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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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기록 상 Thuja속이 한반도에 처음 나타난 시기는 플레이
스토세(Pleistocene) 후기로 플레이스토세 빙하기에 눈측백의 분포
지가 한반도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공우석, 1995). 빙하기가 끝
나고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눈측백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후퇴하였고
이때 개체군의 일부가 한반도 고산지대에 고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공우석, 2002). 우리나라에는 현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10 – 12
개 내외의 개체군이 남아 있으며(장진성 등, 2011; Kim et al.,
2011) 개체군 간 유전적 분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양병훈 등, 2009).

1.2 눈측백의 생태

눈측백은 산림 내 능선, 사면, 계곡 등 모든 지형에서 발견되지
만(Liguo et al., 1999) 내건성이 약해 주로 북사면에서 발견된다
(이창복, 1988; 김휘 등, 1999; 권혜진 등, 2010; 홍문표, 2010).
또한 대기 중 습기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 주로 서식하며 부식질
이 많은 토양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Uyeki, 1926). 눈측백은
선구 수종의 양상을 띄며 전석지를 중심으로 개체군이 발달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으나(홍문표, 2010), 내음성이 있어 활엽수나 침엽수
수관 아래에서도 생육할 수 있다(이창복, 1988; Kim et al., 2011).
눈측백의 생장은 느린 편으로(Wilson, 1920) 직경 15 cm까지
자라는데 200 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yeki, 1926).
눈측백은 관목 또는 아교목 형태로 자라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산
등성이에서는 포복성으로 낮게 자라지만 숲이 우거진 계곡이나 바
람으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에서는 높이 10 m(직경 20 cm)까지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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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추형으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Wilson, 1920; Lee,
1980; Kim et al., 2011). 수고는 최대 20 m까지 자랄 수 있으나
평균 4 – 5 m 내외로 자라며 지형에 따라 때로는 2 m 이내로 자란
다(Uyeki, 1926; 이창복, 1988).
눈측백은 자웅동주이며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겸하는데 보통
20 년 이상 된 개체에서 결실이 일어난다. 매년 5 월에 가지 끝에
구화(Stroblie)가 달리고 같은 해 9 월에 구과로 익는다(Uyeki,
1926; Liguo et al., 1999; 송정호 등, 2006). 2`- 3 년마다 구과가
다량으로 달리는데 하나의 구과에는 보통 5 - 10 개의 종자가 들어
있으며(Uyeki, 1926; Liguo et al., 1999) 종자 양쪽에는 1 - 1.5
mm 폭의 날개가 있어 바람에 의해 산포된다(Liguo et al., 1999;
장진성 등, 2011). 한편 눈측백의 가지는 바깥으로 아래를 향해 뻗
으나 끝부분은 위로 추켜 올라가는데(Wilson, 1920) 습한 이끼층과
맞닿는 가지에서는 부정근이 발생하여 새로운 개체로 자라나기도
한다. 눈측백의 무성생식 양상은 북미 지역 저지대에 생육하는 T.

occidentalis와 유사하다(Curtis, 1946).

1.3 눈측백의 멸종 위협 요인

눈측백은 멸종 위기 취약종(Vulnerable)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Aljos et al., 1993; Liguo et al., 1999; 산림청 국립수목원, 2008;
Kim et al., 2011) 중국에서는 백두산 지역 개체군을 멸종에 매우
취약한 상태(Critically endangered)라고 평가한 바 있다(You,
2006). 한편 Kim et al.(2011)은 전체 눈측백 개체군의 점유면적
(Area of occupancy)을 500 - 2,000 km2로, 모수는 250 7

1,000여 개체로 추정하였으며 벌채 및 인위적인 서식지 파괴에 의
한 서식지 감소와 모수 부재로 인한 멸종의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구화 형성 및 결실 불량, 바람에 의한 피해, 온난화
에 따른 타 수종과의 경쟁 등이 멸종 위협 요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송정호 등, 2006; K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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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귀·멸종위기식물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는 희귀수종인 시로미(이석우 등, 1997; 한무석 등,
2010), 눈향나무(최형순 등, 2004; 송정호 등, 2010), 산개나리(김
선창 등, 1997; 한심희 등, 2012)와 멸종위기식물인 나도승마
(Chang et al., 2007; 강신호 등, 2007), 금강초롱꽃(장수길 등,
2010a), 한계령풀(이상훈 등, 2011), 단양쑥부쟁이(김창균 등,
2011), 왕제비꽃(장수길 등, 2010b), 개느삼(천경식 등, 2009), 히
어리(심경구 등, 2003; Choung et al., 2007; 장형태 등, 2008), 미
선나무(손성호 등, 1999; 김동갑과 김주환, 2008; 임동옥 등, 2009)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희귀·멸종위기식물에 대한 국내 연구는 크게 생태 분야와 유전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생태 분야의 연구는 식생 조사
를 통한 자생지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었다(Lee, 1980, 김용식
등, 1998; 김동갑과 김주한, 2008; 손현덕 등, 2008; 신현탁 등,
2010; 선은미 등, 2012). 일부 연구에서는 자생지 내 식생 구조와
환경 인자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시행하였으며 환경 인자와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유주한 등, 2004; 장형태 등, 2008; 천경식 등,
2009; 장수길 등, 2010a).
희귀·멸종위기식물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몇몇 수
종에 대해서는 유전 분야의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 분야의 연구는 대게 자생지별 개체군을 선정하여 동위 효소
수준 또는 I-SSR, RAPD, AFLP 표지자를 이용한 DNA 수준에서
의 유전적 구조 및 유전 변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체
군 수준에서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개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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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한 최소 개체수를 산정하였다(이석우 등 1997; 최형순,
2004; 양병훈 등, 2009; 김창균 등, 2011). 이 밖에도 수분 기작
(Chang et al., 2007; 소순구 등, 2008), 종자 발아 촉진 방법(유용
권과 김기선, 1998), 삽목 및 조직 배양 방법(김선창 등, 1997; 한
무석 등, 2010; 송정호 등, 2010) 등이 연구된 바 있으며 형태학적
또는 유전학적 비교를 통한 분류학적인 실체(Taxon)를 파악하는
연구(이상태 등, 1982; 김동갑 등, 2002)와 멸종 위기 수준에 대한
연구(장진성 등, 2001; 장진성 등, 2005; 김휘 등, 2012) 등도 꾸
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개체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개체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밀도와 빈도, 중요치(Importance value), 흉고직경
급 분포, 수고급 분포, 연령 구조, 성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창석과 조현제, 1993; 김갑태와 추갑철, 2000; 오구균 등
2000; 신재권, 2013). 우리나라에서는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아
고산대 수종의 개체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이창
석과 조현제, 1993; Jang and Park, 2010)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개체군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체군의 식물사회학적 분류나 서
열(Ordination)을 이용한 환경인자와의 관계 분석 등을 시도하고
있다(이윤원과 홍성천, 1995; 장형태 등, 2008).
국내 희귀·멸종위기식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 몇몇 수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예: 미선나무, 히어
리)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에 비하면 그 수가 많지 않
다(환경부, 2011). 또한 개체군에 대한 유전 분야 연구에서 대상 개
체군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사례가 드물고 개체군 구조 분
석에 치중하여 개체군의 동태를 위주로 연구한 사례가 적었다. 더욱
10

이 희귀·멸종위기식물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을 실시
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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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체군 연구를 위한 연륜생태학의 활용

개체군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개체군의 크기와 분포뿐 아니라
종의 생태적 특징과 크기와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정보
가 수반되어야 한다(Primack, 2008). 이러한 생태적 정보들은 조사
(Survey)와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이 중
모니터링은 미리 정한 답을 뒷받침 해줄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하
는 일련의 반복되는 조사이다(Goldsmith, 1991). 인위적인 교란이
나 기상 조건에 의한 단기적인 변화를 배제한 개체군 동태를 살피
기 위해선 이러한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지만(Primack, 2008) 수
목은 출생에서 고사까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Brubaker, 1986). 또한 모니터링을 실
시하더라도 비용, 목적 부재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장기간의 조
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Lindenmayer and Likens, 2009).
반면 연륜연대학은 모니터링과는 달리 비용이 저렴하며 현재 개
체군의 구조뿐 아니라 과거 개체군 구조와 동태까지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Kelly and Larson, 1997). 수목의 생장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Brubaker, 1986) 특히 직경 생장의 경
우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다(Wilford et al., 2005). 또한 목재
세포 내 물리적 혹은 화학적 특징은 생장하는 기간 동안의 환경 조
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Battipaglia et al., 2009) 연륜 생장
은 환경 변화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표이자 기록이라 할 수 있다
(Waring and Pitman, 1985). 연륜연대학은 연륜 생장에서 환경 요
인의 변화를 읽어내는 방법으로써(Fritts, 1976) 현재 연륜기후학,
연륜고고학, 연륜지형학, 연륜생태학 등에 사용되고 있다(Coo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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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riukstis, 1990; Querrec et al., 2009; Hart et al., 2012). 이 중
연륜생태학적 방법은 과거 개체군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을 뿐 아
니라(Kelly and Larson, 1997) 교란에 따른 개체군의 출생 및 고
사 양상이나 수목의 생장 쇠퇴와 생장 촉진 현상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Rozas, 2003; Piovesan et al., 2005; Jump et al., 2006;
Mundo et al., 2010; Stan et al., 2011; Aakala et al., 2011) 나아
가 미래 개체군의 크기와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uralet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연륜기후학적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et Zucc.), 구상나무(Abies koreana E. H. Wilson), 분비나
무(Abies nephrolepis (Trautv.) Maxim.)의 연대기(Chronology)
를 작성하여 기후인자와의 관계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박원규,
1993; Park et al., 1995; Seo et al., 1997; 박원규와 서정욱, 1999;
구경아 등, 2001; 박원규 등, 2001; 이상태 등, 2005; 2008; 박상
곤 등, 2010). 이 밖에도 고기후 복원(Park and Yadav, 1997), 이
산화탄소 시비 효과 검증(박원규, 1993), 산불 상흔을 통한 산불 연
대기 작성(Jo, 1997)등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개체군의 발
달 단계 해석이나(Park et al., 2010) 산림 생태계의 미치는 교란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Altman et al., 2013; Ko and
Le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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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중왕산(해발고도
1,367 m) 내 눈측백 개체군(37°28′N, 128°31′E)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3). 연구 대상이 되는 눈측백 개체군의 분포 면적은
약 0.246 ha로 해발고도 1,127 m에서 1,189 m 사이에 위치한다.
연구 대상지에서 2 년 간(2011 년 5 월 - 2013 년 4 월) 기
상관측장비(Hobo pro v2, Onset Computer Corp., MA, USA)로 측
정한 연 평균 기온은 4.7 ℃이며 1 월이 가장 춥고(월 평균 온도
-10.1 ℃) 8 월이 가장 덥다(월 평균 온도 18.3 ℃). 중왕산 지역
의 연 평균 강수량은 1,490 mm 이다(김지혜, 2006).
본 연구 대상인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은 이웃하는 가리왕산 개
체군과 같이 아교목 형태로 자라는 집단으로(변준기 등, 2013) 북
동사면(경사 19 - 30°) 계곡부의 전석지에 생육하고 있다. 전석지
위에는 토양층(3.3 ± 2.2 cm)과 이끼층(1.2 ± 0.8 cm)이 얇게
덮여 있으며 나래회나무(Euonymus macropterus Rupr.), 당마가목
(Sorbus

pohuashanensis

(Hance)

Hedl.),

부게꽃나무(Acer

caudatum var. ukurunduense (Trautv. et C. A. Mey.) Rehder),
분비나무, 사스래나무(Betula ermanii Cham.), 잣나무, 주목, 털개
회나무(Syringa pubescens subsp. patula (Palibin) M. C. Chang
et X. L. Chen), 털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 Koch) 등이 눈
측백과 함께 생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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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udy site in Mt. Joongwang. Thuja koraiensis
population covers approximately 0.246 ha (Grey area).

한편 눈측백 생육목들이 분포하고 있는 영역 아래(고도 1,118
- 1,133 m)에서는 인위적으로 잘린 눈측백 개체들이 발견되었다.
벌채된 눈측백 개체들의 평균 근원경은 15.4 cm(14 개체, 평균 연
령 약 112 년)로 비교적 크기가 큰 개체들이 인위적인 벌채 피해를
받았다. 벌채 피해 면적은 약 0.049 ha였으며 벌채 피해 영역 내에
는 살아있는 눈측백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눈측백 생
육목의 분포 영역 주변으로는 오래된 산불의 흔적과 벌채된 당마가
목 개체들이 발견되고 있어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이 산불과 벌채
등의 교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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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조사

2.1 매목 조사

2.1.1 생육목 조사

2012년 여름 눈측백 분포 면적(0.246 ha)내에 눈측백 고사목
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50 m × 50 m 크기의 방
형구를 설치한 뒤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4). 방형구를 설치
한 위치가 눈측백 고사목이 집중적으로 몰려 분포하는 곳이기 때문
에 눈측백 고사목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지
만 눈측백 생육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륜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이와 같이 방형구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매목조사 대상은 방형구 내 1.3 m 높이의 흉고직경(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2.5 cm 이상 모든 수종의 생육목으로 수
종명, 위치 좌표(X, Y), 흉고직경(cm), 수고(m), 건강상태(AS:
standing alive, AB: broken alive, AL: leaning alive, AF:
fallen/prone alive, AD: standing alive dead top), 수관비율(%),
수관폭(m), 기울어진 방향 혹은 넘어진 방향(°)을 측정하였다.
눈측백 개체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 관목과 아교목층의
기준(Lai et al., 2009)을 사용하여 흉고직경 2.5 cm를 기준으로 흉
고직경이 2.5 cm 보다 작으면 유묘, 치수 단계(Seedling, Sapling),
2.5 cm 보다 크면 유목, 성목 단계(Juvenile, Mature)으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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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고사목 조사

방형구 내 고사목도 생육목과 마찬가지로 흉고직경 2.5 cm 이
상 모든 수종의 개체를 대상으로 수종명, 위치 좌표(X, Y), 흉고직
경(cm), 수고(m), 건강상태(DS: standing dead, DB: broken dead,
DL: leaning dead, DF: fallen/prone dead), 기울어진 방향 혹은 넘
어진 방향(°), 뿌리 깊이(cm)를 측정하였다.
눈측백 고사목의 경우에는 고사 형태와 부후 등급을 추가로 조
사하였다. 고사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서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고사
목은 고사입목(Snag)으로, 임상에 넘어져 있는 고사목은 도목(Log)
으로 분류 하였다. 부후 등급은 고사목의 외형적 특징으로 판별하였
는데 중왕산 눈측백 고사목의 경우 대부분 수간이 부러지지 않았고
가지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Lännenpää

et

al.(2008)의 기준을 변형시킨 Aakala et al.(2011)의 기준을 사용
하였다(Table 1). 고사목에 남아 있는 가지 직경의 크기와 길이에
따라 고사입목의 경우 5개의 등급(I-V)으로 구분하였으며 도목은
최근에 고사한 부후 등급 I에 해당하는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
문에 4개의 등급(II-V)으로 나누었다.

2.2 모수 조사

2012년 9월, 눈측백 분포 면적(0.246 ha) 전체에서 구과를 맺
고 있는 모수를 찾아 GPS 위치를 기록하였으며 모수마다 근원경
(mm), 흉고직경(cm), 수고(m)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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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ocation of 50 m × 50 m sample plot. Logged area
about 0.049 ha in size was found at the end of the Thuja

koraiensis habitat in Mt. Joongwang.
Table 1. Decay class for snags and logs of Thuja koraiensis
(Adapted from Aakala et al., 2011).

Class

Position

Description

I

Snag

Recently dead: Some foliage still attached.

II

Snag

Foliage absent. Small twigs still present.

III

Snag

Smallest twigs absent, most of the largest branches still present.

IV

Snag

Only a few of the largest branches possibly present.

V

Snag

Branches gone.

II

Log

Similar to snag in class II

III

Log

Similar to snag in class III

IV

Log

Similar to snag in class IV

V

Log

Only largest branches possibly present, log shape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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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치수 조사

방형구 내 눈측백이 생육하고 있는 범위(0.062 ha)에 10 m 간
격으로 1 m × 1 m 크기의 치수 조사구 12 개를 설치하였다
(Figure 5). 설치된 치수 조사구에서는 흉고직경 2.5 cm 이하의 눈
측백을 대상으로 근원경(mm) 또는 흉고직경(cm), 수고(m)를 측정
하여 기록하였다. 크기가 작은 눈측백의 경우 개체의 구분이 쉽지
않아 부정근으로 이루어진 근주가 발달한 ramet을 한 개의 독립된
개체로 취급하였다. 대신 무성 번식 비율을 살펴 보기 위해 다른 개
체의 가지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된 ramet은 무성 번식 개체로 기록
하였다.

Figure 5. Location of 1 m × 1 m quadrats for Thuja koraiensis
seedling and sapling survey.

19

3. 시료 채취

3.1 원판 채취

흉고직경 2.5 cm 이상 고사목을 대상으로 고사목마다 0.2 m
높이에서 한 개의 원판을 채취하였으며(구경아 등, 2001; Levanic
and Eggertsson, 2008) 원판의 수(Pith)에 부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부후가

없는

곳에서

원판을

채취하고

채취

높이를

기록하였다. 연년 수고 생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눈측백 고사목 8
그루에서는 0.2 m 높이부터 1 m 간격으로 나누어 각 높이(1.2 m,
2.2 m 등)마다 원판을 채취하였다.

3.2 목편 추출

원판 채취가 불가한 고사입목의 경우에는 5.15 mm 직경의
생장추(Haglöf, Sweden)를 이용하여 목편(Cores)를 채취하였다.
압축 이상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0.2 m 높이에서 경사와 직교
방향으로 개체마다 한 개의 목편을 채취하였다(이상태 등, 2005).
이와 함께 고사목의 고사년도를 유추하기 위해 눈측백 생육목 5
개체에서도 목편을 한 개씩 채취하였다. 채취한 목편은 빨대에 넣어
테이프로 봉한 뒤 원판과 함께 연구실로 운반하였다(Wilford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눈측백

고사목

87

개체와

생육목

5

개체에서 총 111 개의 원판과 15 개의 목편을 추출하였다(Table
2). 이후 직경 생장 분석에서만 0.2 m에서 채취한 원판만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분석에서는 채취 높이에 관계없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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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disks and increment cores taken from Thuja koraiensis population in Mt.
Joongwang.

Sampling height (m)

0.2

Dead tree (Disks)
N = 77
Dead tree (Cores)
N = 10
Living tree (Cores)
N=5
Total
N = 97
Sampling height (m)
Dead tree (Disks)
N = 77
Dead tree (Cores)
N = 10
Living tree (Cores)
N=5
Total
N = 97

0.3

0.4

0.5

52

4

0

3

1

1

5

1

0.7
2

1
1

1.2

1.3

1

9

4

1

5

10

1.5

12

1

12

1

5
60
2

2.2
1

2.3
8

2
3.2

1

1
4.2

7

5.2
6

6.2
4

7.2
1

Total
1

111
10
5

1

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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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1

1

126

4. 자료 분석

4.1 개체군 구조 분석

4.1.1 흉고직경급 분포와 수고급 분포

눈측백 개체군의 크기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생육목, 고사목,
모수마다 흉고직경급 분포와 수고급 분포를 작성하였다. 흉고직경급
은 2 cm 간격으로, 수고급은 1 m 간격으로 나누었으며 급간 내 밀
도는 1 ha 당 개체수로 나타내는 대신 실제 분포 면적인 0.246 ha
당 개체수로 표현하였다. 또한 정확한 개체군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유목과 성목의 경우(흉고직경 2.5 cm 이상) 방형구 내 눈측백의 분
포 범위(0.062 ha)을 이용하여 생태적 밀도를 구하였고 흉고직경
2.5 cm 이하 개체의 경우에는 12 개의 1 m × 1 m 치수 방형구에
서 출현한 개체수를 이용하여 전체 분포 면적(0.246 ha) 내 유묘와
치수의 밀도를 산출하였다.

4.1.2 연령 분포

본 연구에서는 0.2 m 높이에서 채취한 원판 55 개에서 구한 총
생장량과 연령 간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생육목의 연령을 추정하였
다. 생육목의 연령은 회귀식에서 얻은 연령에다가 흉고직경(혹은 근
원경) 높이까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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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공간 분포 패턴 분석

눈측백 개체군의 공간 분포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Ripley’s K
함수를 사용하였다(Parish et al., 1999). Ripley’s K 함수는 장방형
면적 안에서 임의의 사건(점, Point)을 기준으로 반경이 t (m)인 원
을 만들어 원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개수 구하여
된다. 공간 분포 패턴은 거리(반경)에 따라 산출된

( )을 산출하게
( ) 값과 임의

분포(Random) 패턴을 가정한 값의 비교를 통해 해석한다(Ripley,
1977; Dixon, 2006).
본 연구에서는 눈측백(고사목, 생육목)의 공간 좌표를 이용하여
흉고직경급별(2.5 - 5 cm, 5 - 10 cm, 10 - 15 cm, 15 cm 이상)
공간 분포 패턴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SPPA 2.0.3(Haase,
2004)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 )는 아래의 식으로 산출하였다.

( )=

,

I (

)

n 은 방형구 내 전체 수목의 수이며 A 는 방형구 크기(m2)이다.
uij 는 i 번째 개체와 j 번째 개체 사이의 거리인데 It(uij) 는 uij 가
반경 t 와 같으며 1, t 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부여한다. 방형구 경
계선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계수 wij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하였다(Haas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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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cos

+ 2cos

2

e1, e2 는 i 번째 수목과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경계선까지의 거
리이다.
개체들이 임의 분포 할 경우

( )는 반경이 t인 원의 면적과 같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ipley’s K 함수를 수정한 Besag’s L 함
수를 사용하여 임의 분포 상황을

( ) = 0으로 변환시켰다.
( )

( )=
임의 분포 사건일 때의

−

( ) 값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였으며 95% 신뢰수준으로 임의
분포 사건을 99 번 반복 수행하였다. 공간 분포 패턴은

( )이 신뢰

구간 안에 존재하면 임의 분포, 신뢰구간보다 크면 집중 분포, 신뢰
구간보다 작으며 균일 분포한다고 보았다.

4.2 생장 및 고사 양상 분석

4.2.1 연륜폭 측정

연륜폭을 측정하기에 앞서 채취된 원판과 목편들을 실험실에서
2 - 3 일 동안 건조시킨 뒤 사포를 이용하여 나이테가 뚜렷하게 보
이도록

연마하였다.

연마된

원판과

목편들은

스캐너(Epson

expression 10000 XL, USA)를 이용하여 JPG 파일(2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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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dpi)로 변환하였다. 연륜폭 측정을 위해 원판과 목편에서 압축
이상재가 발생하지 않은 부위 중 수피가 남아 있는 방향으로 1 개
혹은 2 개의 연륜계열(Tree-ring series)을 선정하였다. 연륜계열
을 선정한 JPG 파일은 WindendroTM(version 2009b, Regent
Instruments Inc., Québec, Canada)를 이용하여 0.001 mm 단위까
지 연륜폭(mm)을 측정하였다(Metsaranta et al., 2008).

4.2.2 연년 직경 생장과 수고 생장

직경의

평균

연년

생장량은

고사목

87

개체에서

측정된

13,338 개 연륜폭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연령에 따른 직경 생장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0.2 m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한 고사목
55

개체의

연륜계열을

이용하여

개체별

연년생장량(Current

annual increment)을 구하였다. 0.2 m에서 채취한 생육목들의 목편
은 수(pith)까지 채취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령별 총
생장량(Cumulative diameter growth)은 개체별 연년생장량을 평균
낸 값을 연도별로 누적하여 얻었으며 직경의 평균생장량(Mean
annual increment)를 구하기 위해 총생장량을 해당 연령으로 나누
었다. 총생장량과 연령 간의 선형회귀식을 구하기 위해 R 2.15.3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년 수고 생장량은 1 m 간격으로 원판을 채취한 고사목 8 개
체에서 원판들의 연륜 개수를 센 뒤 채취 높이의 차(1 m)를 연속하
는 원판들의 연륜 개수의 차로 나눠 1 m 구간별로 일 년에 자란 높
이(cm)를 구하였다. 이후 구간별 수고 생장량을 이용하여 눈측백
개체의 연령별 수고(m)와 수고 생장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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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직경 생장 양상

눈측백의 직경 생장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0.2 m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한 고사목 55 개체를 이용하여 직경을 10 mm 간격의
구간으로

나누고

개체마다

10

mm씩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

(Passage time)을 각 구간마다 측정하였다. 각각의 직경 구간마다
측정된 시간의 평균값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R 2.15.3을
이용하여 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Dunn-test를
이용하여 다중 비교를 하였다(Brienen and Zuidema, 2006). 마지
막으로 직경 구간마다 측정된 시간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령별 직경 크기와 직경 생장량이 향후 직경 크기와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이 100 년일 때의 직경 크기
와 연령이 각각 10, 20, 40, 60, 80 년 일 때의 직경 크기 및 평균
생장량 간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고사목
55 개체 중 100 년 이상 자란 20 개체의 직경 크기와 평균생장량
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경 생장 속도와 향후 직경 크기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직경이 10 mm, 20 mm, 40 mm, 60 mm, 80 mm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과 연령이 100 년일 때의 직경 크기 간의 상
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은 R 2.15.3
을 이용하였다.

4.2.4 고사 연령 추정

시료를 채취한 고사목 87 개체의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원판과
26

목편에서 마지막 연륜까지의 연륜 개수를 센 뒤(Daniels et al.,
1997) 원판 채취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여 고사
목의 연령을 추정하였다.

연령 = 시료 채취 높이까지 자라는 데 걸린 시간 + 연륜 개수

4.2.5 부분 고사 양상

눈측백 고사목 원판에서 형성층의 고사 시점이 다름이 확인되어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수피가 남아있는 고사목 51 개체의 원판에서
수피까지의 연륜 개수가 가장 적은 부위와 가장 많은 부위를 정하
여 둘 사이의 연륜 개수 차이를 기록하였다.

4.2.6 연령과 흉고직경, 수고와의 관계

눈측백 고사목의 연령과 흉고직경, 수고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R 2.15.3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2.7 생장 변수 간 관계

눈측백 생육목의 흉고직경, 수고, 근원경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고와 흉고직경 간의 관계식에는 90
개체, 근원경과 흉고직경 간의 관계식에는 59 개체, 수고와 근원경
의 관계는 98 개체를 사용하였으며 R 2.15.3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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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고사 시점 파악

고사목의 고사년도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생육목의 크로스 데이
팅(Cross-dating)을 실시하였다. 크로스 데이팅은 연륜마다 정확한
연도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이를 위해 연륜연대학에서 주로 사용되
는 골격도(Skeleton plot)를 이용하였다(Schweingruber, 1989).
골격도는 격자 종이에 연륜계열을 옮긴 막대 그래프를 말하며 가장
적게 자란 해를 가장 긴 막대로 표시하고 가장 많이 자란 해를 가
장 짧은 막대로 표시한 뒤 그 사이 연륜폭을 가지는 해는 두 막대
의 길이에 비례하게 그린다. 본 연구에서는 R 2.15.3 내 dplR
package(Bunn, 2010)를 이용하여 생육목들의 골격도를 작성하였
으며 골격도의 긴 막대를 서로 맞추어 생육목의 연도를 부여하였다.
이후 생육목 5 개체의 연륜폭을 연도별로 평균 내어 표준 연대기
(Reference chronology)를 작성하였다.
고사목들의 크로스 데이팅은 COFECHA(Holmes, 1983)를 이
용하였다(Pederson et al., 2004; Liang and Eckstein, 2009).
COFECHA를 이용하여 고사목의 연륜계열을 50 년 길이의 단위 구
간(25 년 중첩)으로 나누고 단위 구간마다 표준 연대기와의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Grissino-Mayer, 2001). 상관계수 산출 시 표준
연대기를 기준으로 고사목의 연륜계열을 앞뒤로 1 년씩 최대 10 년
까지 이동시켜가며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구간을 찾았다. 만
일 연륜폭의 이상치가 발견되어 단위 구간의 상관계수가 낮아진 경
우에는 원판과 목편의 위연륜 등을 확인한 뒤 WindendroTM를 이용
하여 연륜폭을 재측정한 뒤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구간에 해당하
는 연도를 고사목의 연륜폭에 부여하였다. 크로스 데이팅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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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목들은 COFECHA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부여된 연도의 정확
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고사목과 생육목의 연륜계열을 이용하
여 만든 새로운 표준 연대기를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Grissino-Mayer, 2001).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 데이팅을 통해 총
87 개체의 고사목 중 43 개체의 고사 시점을 파악하였다.

4.2.9 지표 연대기 작성

지표 연대기 작성을 위해 고사 년도가 확인된 고사목 43 개체
중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28 개체와 생육목 5 개체의 연륜계열
46 개를 선택하여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륜계열을 표준화하
기 전 dplR package(Bunn, 2008)를 이용하여 눈측백 개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생장이 급격하게 줄거나 늘어났던 이상 생장 년도
(Pointer year)를 확인하였다. 이상 생장 년도는 75 % 이상의 개체
에서 전년도 대비 ± 10 %의 연륜폭 변이를 보인 해로 정의하였다
(Bunn, 2008).
표준화 작업은 연륜계열에서 나이에 따른 생육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 연륜계열의 생육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지수곡선(Negative
exponential curve)이나 직선, 스플라인 곡선으로 추세선을 구한
다음 실제 연륜폭과 추세선으로 예측된 값의 비를 산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때 산출된 비율의 연대기를 지표 연대기(Ring width
index chronology)라 하며 본 연구에서는 dplR package를 이용하
여 연륜계열들을 표준화하였다. 지수곡선을 사용하여 연륜계열마다
지표 연대기를 산출하였으며(Bunn, 2008; Stan et al., 2011). 각각
의 연륜계열로부터 얻어진 지표연대기들의 평균(Bi-weight ro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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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을 구하였다(Cook and Kairiukstis, 1990; Levanič and
Eggertsson, 2008; Stan et al., 2011).

4.2.10 통계적 검증

지표 연대기에 사용된 연륜계열들과 지표 연대기의 기초 통계량
을 분석하기 위해 dplR package를 이용하여 평균 민감도(Mean
sensitivity,

MS),

평균

상관계수(Rbar),

임목

간

상관계수

(Rbar.bt), 임목 내 상관계수(Rbar.wt), Expressed Population
Signal (EPS)를 구하였다(Briffa and Jones, 1990). 평균 민감도는
연속하는 두 연륜폭 간 변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값이 클수
록 연륜기후학에 사용하기 용이하다(박원규와 서정욱, 1999). 평균
상관계수는 연륜계열 간 공통된 변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으로 임목 간 상관계수는 개체마다 얻어진 연륜계열끼리의 상관
계수의 평균이며 임목 내 상관계수는 한 개체 내 연륜계열끼리의
상관계수의 평균을 의미한다(Briffa and Jones, 1990). EPS는 연륜
계열을 무한대로 샘플링하여 만든 이론적인 지표 연대기와 실제 작
성된 지표 연대기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값으로 사용
된 연륜계열의 수가 증가할수록 값이 커진다. EPS는 0.0 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0.85 이상을 가지는 지표 연대기의 구간
을 분석에 사용한다(Briffa and Jones, 1990; Mundo et al., 2010;
Li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dplR package를 이용하여 20 년 길이의 이동
구간에 10 년 중첩 구간을 설정한 뒤 추후 분석에 사용 가능한 구
간(EPS > 0.85)을 추출하였다(Mund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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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체군 동태 분석

4.3.1 유목과 성목의 개체수 변화

눈측백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43
개체의 고사목과 31 개체의 생육목의 출생 시점과 고사 시점을 이
용하였다. 눈측백 개체가 흉고직경 2.5 cm까지 자라는데 걸리는 시
간을 고려하여 연도별 유목과 성목의 개체수를 구하였으며 해마다
연년 사망률을 산출하였다(Sheil et al., 1995).

연년 사망률(m) = 1-( N1 / N0 )1/t

N0 는 첫 번째 측정 시 살아 있는 개체수이고 N1 는 첫 번째
측정 당시 관찰된 개체 중 다음 측정 시까지 살아 있는 개체수이다.
t 는 측정 간격으로 본 연구에서는 1 년 간격으로 연년 사망률을
구하였다

4.3.2 교란에 의한 생장 촉진(Growth release) 분석

수목의 직경 생장에는 기후, 연령, 교란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
하게 작용한다(Nowacki and Abrams, 1997). 따라서 교란에 의한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을 따로 파악하기 위해선 기온 혹은 강수량에
의한 단기 변동과 연령에 따른 추세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Percentage growth change (PGC)를 주로 산출하며(Lorimer,
1980; Lorimer and Frelich, 1989; Nowacki and Abram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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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는 다음 제시된 식으로 구한다(Nowacki and Abrams, 1997;
Black and Abrams, 2003).

PGC = [(M2-M1)/M1] × 100

M1 은 당년도를 포함한 지난 10 년 간의 평균 직경 생장량이며
M2 는 그 다음해부터 차기 10 년 간의 평균 직경 생장량이다. PCG
는 10 년치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륜계열에서 앞 뒤 10 년
은 PGC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지표 연대기에 사용된 눈측백 33 개
체의 46 개 연륜계열을 이용하여 개별 연륜 계열마다 PGC 연대기
를 작성한 뒤 이를 평균 내어 개체군 단위의 주 PGC 연대기를 작
성하였다.

생장

촉진

여부를

결정하는

임계치에

대한

기준은

Nowacki and Abrams(1997)의 기준을 적용하여 PGC가 25 %를
넘을 때를 직경 생장이 촉진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Nowacki and
Abrams, 1997; Rathgeber and Roche, 2003; Rubino and
McCarthyz, 2004; Rasmussen, 2007).
눈측백 개체별 PCG 연대기를 이용하여 눈측백 개체가 일생 동
안 겪는 교란에 의한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살펴보았으며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의 크기를 가늠하기 생장 촉진
현상을 보인 개체의 비율을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이 때 작은 규모
의 교란에 의한 생장 촉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임계치를 50 %로
높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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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개체군 크기 예측

미래 눈측백 개체군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 행렬모형(Matrix
model)을 이용하였으며(Caswell, 1989) 행렬모형의 벡터는 눈측백
의 연륜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Couralet et al., 2005).
눈측백의 경우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을 겸하기 때문에(송정호 등,
2006; 양병훈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눈측백의 개체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네 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눈측백
개체군이 유성 번식만 하는 경우로써 현재 개체군에서 관찰되는 모
수만이 치수 발생에 기여한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을 겸할 때 모수의 수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무성 번식의 비율을 각각 25 %, 50 %,
75 % 수준으로 점차 높여주었다. 그 대신 유성 번식의 비율은
75 %, 50 %, 25 %로 줄여주었다.
행렬모형에 들어가는 벡터는 크기 등급별 개체의 생존률(σ),
생장률(γ), 생식률(ζ)를 이용하여 개체가 같은 등급에 머무를 확
률(P), 개체가 다음 등급으로 자랄 확률(G), 성숙개체가 낳는 평균
자손의 수(F)로 구하였다(Couralet et al., 2005). 이를 위해 0.246
ha 내에 있는 눈측백 개체를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1 - 10 등급(1:
흉고직경 0 - 1 cm, 2: 1 - 2 cm, 3: 2 - 4 cm, 4: 4 - 6 cm, 5: 6
- 8 cm, 6: 8 - 10 cm, 7: 10 - 12 cm, 8: 12 - 14 cm, 9: 14 16 cm, 10: 16 - 18 cm)으로 나누었으며 등급별 생존률(σi)을 구
하기 위해 다음의 식을 사용하였다(Couralet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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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i=(Nj/Ni)(1/Δt)

Ni, Nj 는 i, j 번째 등급의 개체수이고, Δt 는 i 번째 등급을 지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Δt 는 앞서 구한 총생장량과 연령과의 관
계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개체가 같은 등급에 머무를 확률(Pi)과
개체가 다음 등급으로 자랄 확률(Gi)은 다음의 식으로 구하였다
(Couralet et al., 2005). 단, 마지막 10 등급의 개체가 같은 등급에
머무를 확률(P)은 9 등급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Gi =γiσi
Pi =σi - Gi

γi 는 i 번째 등급 내 연년 직경생장량(mm)의 평균을 등급의
폭(mm)으로 나눠준 값이다.

1) 유성 번식만 할 경우

성숙한 개체가 생산하는 평균 자손의 수(Fi)를 구하기 위해 먼
저 모수가 발견된 등급 내에 있는 개체가 모두 생식 가능한 개체들
이며 동일한 비율로 생식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였다(Couralet et al.,
2005).

Fi = Ns/Ni × [G1N1+(1-σ1)N1]/Nr

새로 태어난 개체들은 두 번째 등급으로 자란 개체(G1N1)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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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등급에서 죽은 개체수(1-σ1)N1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를 중
왕산 눈측백 모수가 발견된 2 - 7 등급 내 전체 개체수(Nr)로 나누
어 주었다. 그 다음 실제 모수만이 생산하는 자손의 수를 구하기 위
해 각 등급 내에 있는 실제 모수의 수(NS)를 등급별 개체수(Ni)로
나눈 비율을 곱하였다.

2)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을 겸하는 경우

유성 번식 비율을 각각 75 %, 50 %, 25 %로 가정하고 모수 한
개체가 생산하는 자손의 수(Fs)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여기서 S
는 유성 번식 비율(0.75, 0.50, 0.25)이다

Fsi = Ns/Ni × S × [G1N1+(1-σ1)N1] /Nr

개체군 내 모든 개체(Nt)가 무성 번식에 관여한다고 가정한 뒤
하나의 개체가 무성 번식을 통해 생산하는 자손의 수(Fa)를 구하였
고 i 번째 등급 내 한 개체가 출생하는 자손의 수는 Fsi와 Fai를 더
한 값을 사용하였다.

Fai = (1-S) × [G1N1+(1-σ1)N1]/Nt

네 가지 경우에 따른 행렬을 작성한 뒤 등급별 초기 개체수와의
행렬 연산을 통해 200 년 후 개체수를 예측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개체군 증가율(λ)를 구하기 위해 차년도 개체수(NT+1)를 당
년도 개체수(NT)로 나눠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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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 증가율(λ) = NT+1/NT

마지막으로 행렬 내 벡터들의 변화가 개체군 증가율(λ)에 미치
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PopTools version 3.2.5(Hood, 2010)을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탄력성

(Elastic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Hoffman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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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 4 장 결 과

1. 개체군 구조

1.1 생육목

눈측백 생육목의 ha 당 밀도는 28,000 본으로 이는 ramet 단
위의 개체군의 크기이다. 눈측백 개체군(분포 면적: 0.246 ha) 내에
는 약 6,874 개체가 생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개체가 함께
생육하고 있었다. 흉고직경급과 수고급 분포는 역 J 자형 분포를 보
였으며 흉고직경 1 cm 이하 혹은 수고 1 m 이하 개체들이 밀도가
높고 크기가 큰 개체의 밀도는 낮게 조사되었다(Figure 6). 흉고직
경 2.5 cm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유목과 성목의 수는 총 123 개체
(ha 당 500 본)로 개체군의 약 1.8 %를 차지하였다. 눈측백 생육
목의 최대 크기는 흉고직경 6.2 cm, 수고 9.3 m 였다.
연령 분포 작성 결과,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은 이령림 형태를
띄었으며(Figure 7) 직경이 작은 어린 개체들이 개체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크기 분포와 마찬가지로 연령 분포도 연령이 높아
질수록 급간 내 개체수는 줄어들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생육목의
연령은 183 년으로 1829 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눈측백
개체군 내에서 연령이 100 년 이상인 개체의 비율은 약 0.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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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DBH and (b) height distributions of living Thuja

koraiensis in Mt. Joong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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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stimated age distribution of living Thuja koraiensis in
Mt. Joongwang.

흉고직경 2.5 cm 이하의 유묘와 치수들은 대부분 유목과 성목
주위에 빽빽한 덤불을 이루고 있었으며 가지들이 각자 뿌리를 내려
ramet으로 발달한 경우가 많아 개체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유묘와 치수의 약 36 %가 무성 번식에 의해 발생한 개체
로 조사되었다(Table 3). 반면 흉고직경 2.5 cm 이상인 유목과 성
목의 경우엔 독립된 근주가 뚜렷하게 발달하여 개체의 구별이 용이
하였으나 번식된 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웠다(Figure 8).
눈측백 생육목을 건강 상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유목과 성목의
35 %가 경사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Figure 9, 10), 9.7 %에
서는 상부 고사(Top dieback) 현상이 발견되었다(Figure 9, 11).
또한 눈측백 개체의 수관 변형도 흔하게 관찰되었으며 대부분 경사
아래 방향으로만 수관이 발달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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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io of reproduction manner. Juvenile and mature trees
were not possible to identify the reproduction manner.
Sexual reproduction
Seedling, Sapling
(DBH < 2.5 cm)
Juvenile, Mature
(DBH > 2.5 cm)

Asexual reproduction

64 %

36 %

N/A

N/A

Figure 8. Rooting patterns of Thuja koraiensis. Left: A sapling
with many ramet individuals, Right: A matur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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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ree conditions of living Thuja koraiensis (AS:
standing alive, AB: broken alive, AL: leaning alive, AD: standing
alive dead top).

Figure 10. Tilting Thuja koraiensis in the direction of slope.

41

Figure 11. Thuja koraiensis showing top dieback phenomenon
and wind shaped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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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사목

흉고직경 2.5 cm 이상인 고사목의 밀도는 ha 당 1,957 본이며
눈측백 개체군(분포 면적: 0.246 ha) 내에는 479 본이 존재했다.
반면 흉고직경 2.5 cm 이하 고사목은 치수 조사구에서 발견되지 않
아 개체수를 추정할 수 없었다. 고사목의 흉고직경급과 수고급 분포
은 낮은 급간으로 치우진 종모양의 분포를 보였다(Figure 12). 고
사목에서 측정된 최대 흉고직경과 최대 수고는 15.6 cm, 11.1 m였
으며 생육목보다 큰 개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눈측백 고사목의 형태는 도목(Log)이 65.3%, 고사입목(Snag)
이 34.7%였으며(Figure 13) 부후 등급이 높아질수록 도목의 비율
이 높아져 V 등급 고사목의 경우 85 %가 도목이었다(Figure 14).
도목은 거의 모든 개체가 뿌리 채 넘어간 상태였으며 남아있는 뿌
리의 깊이는 평균 0.5 m로 최대 1 m까지 측정되었다. 고사목은 주
로 경사 방향인 북동쪽으로 쓰러져 분포하였으며(Figure 15) 도목
이 기울어진 고사입목보다 좀 더 북쪽 방향으로 쓰러진 것으로 나
타났다.

43

Figure 12. (a) DBH and (b) height distributions of dead Thuja

koraiensis in Mt. Joongwang.

Figure 13. Tree conditions of dead Thuja koraiensis (DS:
standing dead, DB: broken dead, DL: leaning dead, DF:
fallen/pron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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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ensity of snags and logs in each decay class.

Figure 15. Fallen or leaned direction of Thuja koraiensis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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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수

2012 년 구과가 달린 눈측백 개체는 총 59 개체(0.246 ha-1)
였다. ha 당 밀도는 952 본이었으며 종 모양의 크기 분포를 보였다
(Figure 16). 평균 흉고직경은 4.66 cm(1 - 11.5 cm)였으며 평균
근원경은 7.88 cm(3.6 - 15.1 cm), 평균 수고는 3.15 m(1.2 8.2 m)였다. 흉고직경 2.5 cm 이상인 개체의 비율은 전체 모수의
88 %로 발견된 모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수고 2 – 3
m 안팎의 개체였다. 구과는 흉고직경 1 cm 이상 또는 수고 1.2 m
이상인 개체에서만 발견되었다. 모수 중 2 개체가 무성 번식으로 발
생한 개체로 조사되어 무성 번식 개체에서도 종자 결실이 이루어짐
을 확인하였다.
눈측백 개체군 내 구과를 맺은 모수는 전체의 0.86 %로 모수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흉고직경급별 모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흉고직
경 0 – 2 cm 개체 중에는 오직 0.08 % 만이 구과를 맺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흉고직경 4 - 6 cm와 6 - 8 cm 인 개체들은 급간 내
개체들의 절반 이상이 구과를 맺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고급 비율
에서는 수고가 2 - 4 m인 개체들의 약 41 %가 구과를 맺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고급이 높아질수록 급간 내 모수의 비율은 줄어들
었다(Figure 17).
추정된 연령 분포를 보면 연령이 0 - 20 년생인 모수는 발견되
지 않았으며 가장 어린 모수(흉고직경 1 cm)의 연령은 25 년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34 년생 모수에서도 종자 결실이 이루어짐을 확
인하였으며(Figure 18) 눈측백 개체군에는 현재 50 - 60 년생인
모수의 개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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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DBH and (b) height distributions of cone bearing

Thuja koraiensis in Mt. Joongwang.

Figure 17. Rate of cone bearing trees by (a) DBH class and (b)
heigh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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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stimated age distribution of cone bearing trees in Mt.
Joongwang

눈측백의 모수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1,140 m – 1,150 m
부근(A)과 1,190 m 부근(B)에서 주로 발견되었다(Figure 19). 반
면 다수의 고사목이 발견되는 방형구(C)안에서는 모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지역으로 나뉜 모수들 간에는 연령, 흉고직경, 근원경,
수고 등 크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cone bearing trees in the (A) upper and
(B) lower sectors (Mean ± S.D.).
(A)
Number of trees

(B)

P-value

19

40

70±33

60±15

0.2279

Diameter at breast height

5.3±0.7

4.4±0.2

0.1548

Root collar diameter

8.8±0.8

7.5±0.4

0.2279

Height

3.3±0.4

3.1±0.2

0.5242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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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patial distribution of cone bearing Thuja koraiensis
in 0.246 ha. Closed triangles indicate cone bearing trees,
whereas open triangles indicate dead Thuja koraiensis. Cone
bearing trees mostly distribute within A, B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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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간 분포

눈측백 개체군은 집중 분포 양상을 보였으나 흉고직경급이 커지
면 임의 분포 양상을 띄었다(Figure 20). 흉고직경이 작은 개체들
은 주로 전석지 가운데서 발견된 반면 흉고직경이 큰 개체들은 전
석지 가장자리를 따라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Figure 21, 22). 또한 고사목이 발견되는 면적보다 생육목이 발견
되는 면적이 적었으며 일부 고사목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눈측백 생
육목 개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Figure 20. Spatial point pattern of Thuja koraiensis. Solid lines
indicate observed statistics

( ). The dotted lines represent the

95% confidence envelope. DBH size class as follows a) 2.5 - 5
cm, b) 5 - 10 cm, c) 10 - 15 cm and d) >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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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patial distribution of dead Thuja koraiensis within
50 m × 50m sample plot. (a) DBH class; (b) Heigh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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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patial distribution of living Thuja koraiensis within
50 m × 50m sample plot. (a) DBH class; (b) Heigh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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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장 양상

2.1 연년 직경 생장 및 수고 생장

고사목 87 개체의 13,338 개 연륜폭(151 개 연륜계열)에서
측정한 눈측백의 연 평균 직경 생장량은 1.03 ± 0.61 mm이었다.
한편 지상부 0.2 m 높이에서 얻어진 눈측백의 연령별 총생장량
(Cumulative diameter growth)은 기울기가 0.959(P < 0.001)인
일차함수를 따랐으나(Figure 23) 생육 초기부터 개체간 직경 크기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눈측백 직경의 평균생장량(Mean annual increment, MAI)은 생
장 초기 10 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0 년 이후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Figure 24). 연년생장량((Current annual increment,
CAI)도 평균생장량과 마찬가지로 초기 10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이후 70 년이 되는 해에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이 교차하
면서 감소하였다.
눈측백의 연년 수고 생장량은 평균 7.3 ± 4.0 cm이었으며 대
부분의 개체가 출생 후 약 20 년이 지나야 1 m 이상 자라며 수고
가 1 m 이상 자란 이후 급격한 수고 생장을 보였다(Figure 25a).
연년 수고 생장량은 주로 출생 후 30 – 40 년 일 때 최대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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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umulative diameter growth of Thuja koraiensis at
0.2 m above the ground. Solid line (Black color) indicates mean
cumulative diameter growth, N is the number of samples at the
age level. (a) Expanded graph of cumulative diameter growth by
age of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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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Mean annual increment and current annual increment
of Thuja koraiensis at 0.2 m above the ground. N is the number
of samples a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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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a) Height and (b) height growth rate of sample trees
by age, N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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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직경 크기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5). 눈측백 개체가 직경 10 mm 크기로 자라는데 걸
리는 시간은 평균 13 년(8 - 25 년)이었으나 직경이 100 mm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6 년(66 – 128 년)으로 직경이 커
질수록 해당 직경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개체 간 차이도 점
차 커졌다.
Kruskal-Wallis test 결과 직경이 단위 길이(10 mm)씩 자라
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장 초기인 0 - 10 mm 구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Figure 26). 눈측백 개체들은 출생 후
처음 10 mm를 자라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후 10 mm
씩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편 직경 10 mm를 자라는데 걸린 시간은 바로 다음 직경 구간에서
10 mm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과 높은 양의 상관(P < 0.01, P <
0.001)을 보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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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ean, minimum and maximum age at each diameter
level at 0.2 m above the ground.
Age (years)

Diameter
(mm)

Mean

SD

Min

Max

n

10

13.0

3.8

8

25

55

20

23.0

6.6

14

39

55

30

33.2

8.7

19

52

55

40

42.5

10.4

25

66

54

50

51.3

12.4

30

81

48

60

59.3

13.1

39

91

47

70

66.2

13.5

43

93

36

80

73.6

14.8

51

103

30

90

80.7

16.7

60

113

24

100

86.2

17.7

66

128

18

110

93.1

22.1

69

143

12

120

100.0

19.4

76

142

9

130

112.2

26.5

81

154

6

140

104.7

23.1

88

131

3

150

111.7

26.7

92

142

3

160

102.0

7.1

97

107

2

170

109.0

9.9

102

116

2

180

109.0

-

109

109

1

190

119.0

-

119

1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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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he mean, minimum, maximum passage time at each diameter class at 0.2 m above the ground.
The mean passage time at 0 - 10 diameter class significantly differed from the other diameter classes
(P < 0.001).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passage time.

59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assage time between diameter classes (** : P < 0.01, *** : P < 0.001).

Diameter class (cm)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10-20

0.48***

20-30

0.08

0.4**

30-40

0.03

0.07

0.41**

40-50

0.09

0.02

0.25

0.48***

50-60

0.06

0.08

0.11

0.04

0.43**

60-70

0.08

-0.08

-0.12

-0.17

0.31

0.45**

70-80

-0.13

-0.21

-0.04

0.01

0.35

0.3

0.83***

80-90

0.29

0.04

0.28

0.09

0.31

0.14

0.35

0.61**

90-100

-0.01

0.39

0.52

0.09

0.35

0.22

0.21

0.41

100-110

0.05

0.18

0.37

0.16

0.53

0.31

0.46

0.80**

60

80-90

90-100

**

0.47

0.62**

0.74**

연령이 100 년일 때의 직경은 10 년, 20 년, 40 년, 60 년, 80
년일 때의 직경과 각각 높은 양의 상관이 보였다(P < 0.05)(Figure
27a). 특히 연령이 10 년일 때의 직경과도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보여(r=0.048, P < 0.048) 생장 초기에 직경이 큰 개체일수록 100
년 후 직경도 크게 나타났다(P < 0.05). 연령이 각각 10 년, 20 년,
40 년, 60 년, 80 년 일 때의 평균생장량 또한 연령이 100 년일 때
의 직경과 높은 양의 상관을 보였다(P < 0.05)(Figure 27b).
일정 직경 크기(10 mm, 20 mm, 40 mm, 60 mm, 80mm)까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연령이 100 년 일 때의 직경과 부의 상관
을 가졌으며(P < 0.05)(Figure 28) 일정 직경 크기로 자라는데 오
래 걸리는 개체일수록 연령이 100 년일 때의 직경이 작아졌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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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Relationship between diameter (mm) at age 100
years and (a) diameter (mm); (b) mean annual increment (mm /
year) both at age 10, 20, 40, 60, 8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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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Relationship between diameter (mm) at age 100
years and passage time (year) at diameter 10, 20, 40, 60, 80
mm.

2.2 연령과 흉고직경 및 수고와의 관계

흉고직경 2.5 cm 이상(연령 약 40 년 이상) 눈측백 고사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령과 흉고직경 간 상관계수는 0.69(P < 0.001),
연령과 수고와의 상관계수는 0.44(P < 0.001)로 연령과 흉고직경,
연령과 수고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고직경이 2.5 cm 이상인 고사목의 흉고직경으로 연령을 추정한
선형 회귀식의 결정계수(R2)는 0.45로 기울기는 6.301, 절편은
52.511이었다(P < 0.001). 수고를 통해 연령을 추정한 선형 회귀식
의 결정계수(R2)는 0.19로 기울기는 7.917, 절편은 6.192이었다(P
< 0.001)(Figur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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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a) DBH; (b) height.

2.3 생장 변수 간 관계

중왕산 눈측백은 직경이 커질수록 수고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눈측백의 수고는 흉고직경(r = 0.90, P <
0.001), 근원경(r = 0.90, P < 0.001)과 높은 양의 상관을 보였다
(Figure 30). 눈측백의 근원경과 흉고직경 간에도 높은 양의 상관
이 존재하였다(r = 0.90,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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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Relationship between (a) DBH and height; (b) DBH
and root collar diameter and (c) root collar and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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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표 연대기

지표 연대기 작성을 위해 눈측백 생육목과 고사목으로부터 크로
스 데이팅에 성공한 46 개의 연륜 계열을 얻었다(Figure 31). 연륜
계열들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눈측백의 평균 연륜폭은 0.56
± 0.28 mm(평균 ± 표준편차)였으며(Appendix I) 연륜계열 간
상관계수는 0.527로 눈측백 개체들의 직경 생장에는 서로 높은 상
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된 두 연륜폭 간 변이의 크기
를 나타내는 평균 민감도는 0.28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연년 직경
생장 변이를 보였다.
눈측백 고사목과 생육목의 연륜계열을 이용하여 1903 년부터
2012 년까지 총 110 년 구간의 지표 연대기를 작성하였으며
(Figure 32) 작성된 지표 연대기 역시 높은 상관계수와 평균 민감
도를 보였다. 지표 연대기의 기술 통계량을 보면 평균 상관계수
(Rbar)는 0.33, 임목 내 상관계수는 0.69, 임목 간 상관계수는
0.32으로 임목 간 지표 연대기보다 임목 내 지표 연대기 간 상관이
높았다. 눈측백 지표 연대기의 평균 민감도는 0.278이었으며 눈측
백의 연륜이 기후 요인에 의한 변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눈측백의 직경 생장에서 이상 생장이 나타난 해는 모두 15 회
였으며 이 중 생장이 증가한 해는 1918 년, 1924 년, 1935 년,
1949 년, 1997 년, 2002 년이었고 생장이 감소한 해는 1923 년,
1926 년, 1952 년, 1959 년, 1966 년, 1967 년, 1996 년, 1999
년, 2010 년이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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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ointer years of Thuja koraiensis tree ring series.
Positive pointer year

Negative pointer year

1918, 1924, 1935,

1923, 1926, 1952, 1959,

1949, 1997, 2002

1966, 1967, 1996, 1999, 2010

Figure 31. 46 tree ring series of Thuja koraiensis through time.

Figure 32. Ring width index (RWI) chronology of Thuja

koraiensis (EPS > 0.85). The solid line represents RWI and the
dotted line indicates sampl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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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사 양상

3.1 부분 고사

흉고직경 2.5 cm 이상인 고사목 87 개체의 고사 당시 연령은
약 40 년에서 200 년으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눈측백의 연령이
80 – 110 년일 때 가장 높은 빈도로 고사가 일어났으며 이 시기
고사한 개체의 수는 전체 고사목의 55 %를 차지하였다(Figure 33).
한편 전체 고사목의 46 %가 100 년 이상 생육하다가 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Figure 33. Distribution of death age of Thuja koraiensis.

채취한 시료에서 수피(bark)가 남아 있는 고사목 51 개체 중
28 개체(55 %)에서 형성층의 부분 고사가 발견되었다. 고사한 형
성층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최소 1 년에서 최대 37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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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생장하였으며(Figure 34a) 연령이 높을수록 부분 생장하는 기
간도 늘어났다(Figure 34b). 고사 형태에 따라 고사입목은 60 %,
도목은 54 %에서 부분 고사 현상이 나타났으며 고사입목의 경우
기울어진 개체에서만 형성층의 부분 고사가 발견되었다. 도목의 평
균 부분생장 년 수는 14 년이었으며 고사입목의 평균 부분생장 년
수는 9 년이었으나 고사 형태에 따른 부분 생장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16). 채취 높이에 따른 부분 생장 기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1 m 이하(0.2 m, 0.3 m, 0.5 m, 0.7 m) 높
이에서 채취한 원판과 1 m 이상 높이(1.0 m, 1.3 m)에서 채취한
원판 간 부분생장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7).
방형구 내 고사목 121 개체 중 고사 년도를 부여할 수 있었던
43 개체의 고사 시점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에 가장 많은 눈측백
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5). 형성층의 부분 고사도 눈
측백 개체의 고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1980년대에 높게 나타났다
(r=0.94,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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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a)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in
minimum and maximum outer ring dates; (b)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ce in outer ring dates and tree age.

Figure 35. Years of death and partial cambium mortality of Thuja

kora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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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후 양상

고사 시점이 파악된 고사목 중 가장 오래된 고사목은 고사한지
약 55 년 된 개체였으며 눈측백 개체군에는 평균적으로 고사한지
약 31 년(± 14 년)이 지난 고사목들이 임상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측백 고사목의 고사 시점을 이용하여 고사 형태와 부후
등급에 따른 고사 후 경과 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사 입목과
도목 간에는 고사 후 경과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사
입목와 도목 모두 부후 등급에 따른 고사 후 경과 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36). 반면 개체별 분해 속도 차이로 인해 부
후 등급 내 고사 시점은 매우 다양하였다(Table 8). 고사한지 2 년
이 지난 고사목과 55 년이 지난 고사목이 모두 같은 부후 등급(도
목 III 등급)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6. Time since death for 8 snags and 35 logs of Thuja

koraiensis. Line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of each decay class.
71

Table 8. Time since death for decay classes of Thuja koraiensis.
Time since death
Type

Decay class

N
Mean

Snag

Log

SD

Min

Max

II

2

23.0

8.5

17

29

III

1

27.0

-

27

27

IV

2

29.5

7.8

24

35

V

3

33.7

8.6

26

43

II

1

8.0

-

8

8

III

5

27.2

23.7

2

55

IV

8

33.1

12.6

16

52

21

33.6

13.9

7

5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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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체군 동태

4.1 유목 및 성목의 개체수 변화

50 m × 50 m 크기의 방형구 안에 발생했던 눈측백 유목과 성
목(흉고직경 2.5 cm 이상)의 수는 총 152 개체였으며 이중 2012
년 현재 살아있는 개체는 31 개체였다(Table 9). 이 중 출생 시점
과 고사 시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74 개체를 통해 50 m × 50 m
방형구 내 시기별 유목과 성목의 개체수를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60 년에 가장 많은 51 개체의 유목과 성목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60 년 이후부터 유목과 성목의 수가 꾸준히 줄어들었
으며 2000 년이 되어서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Figure
37a). 한편 1957 년 이후부터 산출된 유목과 성목의 연년 사망률
은 3 % 내외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9.8 %으로 높아졌다
(Figure 37b). 1957 년부터 2012 년까지 56 년 간 눈측백 유목과
성목의 평균 연년 사망률은 1.6 %였으며 한 해 평균 0.8 개체의 유
목과 성목이 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00년대 이후 1880년대까지 눈측백 개체의 출생 빈도는 꾸준
히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Figure 38). 흉고직경 2.5 cm 이상으로
생장했던 개체들이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1880년대로 총 12 개체
가 태어났다. 1890년대, 1920년대, 1940년대에는 출생 개체수의 감
소가 관찰되었으며 1910년대와 1930년대에는 출생 개체수가 일시
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마다 출생 개체 수의 변동이 있지만 1800 년
부터 1970 년까지 171 년 간 한 해 출생한 눈측백 개체 중 평균
0.4 개체가 흉고직경 2.5 cm 이상으로 자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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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number of living and dead Thuja koraiensis within
the 50 m × 50 m sample plot.
Diameter (cm)
Living/dead
Living

2.5-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Total
7

8

5

5

3

1

1

1

31

Dead

14

30

27

20

13

8

8

1

121

All

21

38

32

25

16

9

9

2

152

Figure 37. (a) The number of juvenile and mature trees (DBH >
2.5 cm) and (b) The mortality rate of juvenile and mature trees
from 1860 to the present (N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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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Birth date of juvenile, mature trees (N=74).

4.2 교란에 의한 생장 촉진 현상

눈측백 개체는 교란에 의해 일생 동안 1 - 4 회의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을 겪으며 생장 촉진 현상은 1 년에서 26 년 동안 지속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목의 경우 1900년대, 1910년대, 1930년
대, 1950년대에 생장 촉진 현상을 보인 반면 생육목의 경우 1980
년대 말에 생장 촉진 현상을 보이는 개체의 비율이 늘어났다.
개체별 PGC 연대기를 통해 연도별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을 보
인 개체들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1903 년부터 2002 년까지 100
년 동안 약 7 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크고 작은 수관층의 소개
현상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39a). 그 중 가장 많은 수의
개체가 생장 증가를 보인 해는 1934 년으로 전체 개체 중 62 %가
생장 촉진 현상을 보였다. 생장 촉진 판단 기준을 50 %로 높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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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1900년대, 1910년대, 1930년대, 1950년대, 1980년대 말에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이 관찰되었다(Figure 39b).
개체군 단위의 주 PGC 연대기에서도 1931 년과 1990 년에
상층 수관 소개와 경쟁 완화에 의한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이 관찰되
었다(Figure 40).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의 지속 시간은 1931 년에
는 7 년, 1990 년에는 13 년으로 1990 년 무렵에 일어난 수관 소
개 현상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직경 생장의 증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9. Percentage of trees showing growth release. (a) PGC
> 25 %; (b) PGC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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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Percentage growth change (PCG) chronology (shaded bars) and ring-width (grey line) of

Thuja koraiensis. Arrows indicate the time when canopy disturbances happened (PGC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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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체군 크기 예측

눈측백 개체군이 현재의 모수 비율을 유지하면서 유성 번식만
할 경우(case 1)에는 개체군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
며 200 년 뒤 눈측백 개체군 크기는 239 개체 이하로 급감하였다
(Figure

41a).

반면

무성

번식의

비율이

25

%(case

2),

50 %(case 3), 75 %(case 4)일 때에는 200 년 뒤 개체군의 크기
가 각각 935 개체, 5,890 개체, 30,929 개체로 예측되어 무성 번식
비율이 75 %일 경우(case 4)에만 현재보다 개체군의 크기가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무성 번식 비율이 50 %일 때에도 개체
군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군 증가율
(λ)은 무성 번식 비율이 0 % 와 25 % 일 때에는 1을 넘지 못했
지만 50 % 나 75 %일 때에는 개체군 증가율(λ)이 각각 1.0017,
1.0091에 수렴하였다(Figure 41b).
민감도(Sensitivity) 분석과 탄력성(Elasticity) 분석 결과, 개
체군 증가율은 등급 1(흉고직경 0 -1 cm), 등급 4(4 - 6 cm), 등
급 5(6 - 8 cm) 개체들이 같은 등급 내에 살아남을 확률에 민감하
게 반응하였으며 특히 유성 번식의 비율이 높으면 등급 4, 등급 5
의 생존율에 민감하였으며 무성 번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점차 등
급 1의 생존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개체군의 증가율은 또한 무
성 번식 비율에 상관없이 등급 3(2 - 4 cm) 개체들이 등급 4(4 6 cm)로 자라날 확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Figur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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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a) Predicted number of total Thuja koraiensis
population and (b) population growth rates (λ) over 2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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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Sensitivity and elasticity of λ to changes in stasis
and growth. A higher value indicates a higher sensitivity of the
population growth rate λ to an absolute (for sensitivity) or
proportional (for elasticity) change in matrix element. Size
classes are based on diameter. 1: 0-1 cm, 2: 1-2 cm, 3: 2-4
cm, 4: 4-6 cm, 5: 6-8 cm, 6: 8-10 cm, 7: 10-12 cm, 8: 12-14
cm, 9: 14-16 cm, 10: 16-1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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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1. 개체군 특성

1.1 개체군 구조

한반도와 중국에 남아 있는 눈측백 집단들의 총 분포 면적은 5
만 ha에서 20 만 ha 사이로 추정되는데(Kim et al., 2011) 국내 눈
측백 개체군을 대상으로 추정된 아집단(Sub-population)수준의
분포 면적을 살펴 보면 방태산 0.4 ha, 설악산 6 ha, 장산 2 ha, 태
백산 1.5 ha로 개체군마다의 분포 면적 크기가 매우 작다(양병훈
등, 2009). 이들 분포 면적의 크기가 평균 2.5 ha 인데 비해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의 분포 면적은 0.246 ha로 타 개체군에 비해 좁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왕산 개체군의 경우 과거 인위적인 벌채
로 인해 전체 면적의 17 %가 감소한 적이 있고 눈측백 고사목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눈측백 치수가 발견되지 않는 등 분포 면적
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다.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 내 생육목의 밀도는 ha 당 28,000 본으
로 비교적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개체를 ramet단위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교배 양식과 유전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genet 단
위

개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Eriksson,

1993;

Eriksson and Bremer, 1993) 눈측백의 경우 모체에서 2 m 이상
떨어진 곳까지 ramet이 뻗어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genet
단위로 개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수의 ramet 개체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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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이 실제로는 적은 수의 오래된 genet 개체에서 유래된 사례
를 볼 때(Kudoh et al., 1999; Jónsdóttir et al., 2000) genet 단위
의 밀도는 ramet 단위로 추정된 밀도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눈측백 생육목의 흉고직경급 분포와 수고급 분포는 역 J 자형
분포를 보였다. 역 J 자형의 크기 분포는 주로 노령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갱신과 사망이 적절하게 일어나는 안정적인
구조로써(McCarthy and Weetman, 2006; Westphal et al., 2006).
향후에도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Johnson, 1997; 이창석과 조현제, 1993; 오구균 등 2000). 본 연
구지 내에는 눈측백 분포지 아래 영역의 벌채 흔적을 제외하고는
눈측백의 벌채 피해가 없는 대신 산불 발생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는데 Thuja속의 경우 수피가 얇고 뿌리가 얕아 산불에 취약한 것
으로 알려져 있어(Long et al., 1998; Keeton and Franklin, 2004)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눈측백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크기가 큰 개체보다는 작은 개
체들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역 J 자 분포 보다는 벨 모양의 분
포가 나타나게 되는데(McNab, 1977) 눈측백 개체군의 경우에는
수고급 2 – 3 m에서 밀도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수고 2
m 이하인 개체들의 밀도가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최근
에는 산불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눈측백 생육목의 연령 분포는 크기 분포와 마찬가지로 역 J 자
형 구조를 보이며 어린 개체의 밀도가 높았다. 눈측백의 생식 가능
연령이 20 년생 이상인 점으로 보아(Uyeki, 1926)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의 대부분은 종자 결실이 불가능한 미성숙 개체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ramet 단위 개체의 연령을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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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단위(genet) 개체의 연령은 더 높을 수 있고(Kudoh et al.,
1999; Jónsdóttir et al., 2000) 연령별 직경 생장의 개체별 변이가
크기 때문에 직경을 통해 추정한 연령 분포보다는 크기 분포를 통
해 눈측백 개체군의 구조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비록 한 해 실시된 조사에 의한 결과이지만 전체 개체의 약
0.86 %가 구과 결실이 가능한 성숙한 개체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
국 내 백두산 보호구(Changbaishan reserve)에서 조사된 0.6 %나
태백산에서 조사된 0 %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치로(Kim et al.,
2011)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 역시 모수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
었다. 또한 중왕산 눈측백의 경우 모수가 두 지역으로 나뉘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지역 내 모수 간 크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거 개체군 내 모수들은 연속적인 분
포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방형구 부근에서는 모수들
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방형구 내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한 것
으로 볼 때 특정 이유로 인해 눈측백 개체들이 고사하면서 이 지역
의 모수도 함께 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개체군 공간 분포

중왕산 눈측백 개체들은 서로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눈측백이
집중 분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눈측백 종자의 짧은 산포 거리 때문
으로 보이는데 눈측백의 종자는 납작한 타원형으로 장축의 길이가
약 4 mm 내외이다(Liguo et al. 1999). 눈측백의 종자는 T.

sutchuenensis의 종자(3-4mm)보다는 크지만 T. standishii(5-6
mm), T. occidentalis(4-7 mm), T. plicata의 종자 (4-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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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작거나 비슷한데(Chambers, 1993; Liguo et al., 1999) T.

occidentalis의 경우 대부분의 종자가 모수를 중심으로 반경 50 60 m 이내에 산포되며 치수와 유목이 모수 주위로만 한정되어 분
포한다고 알려져 있다(Miller, 1990; Pregitzer, 1990; Cornett et
al., 1997). 따라서 T. occidentalis와 비슷한 종자 크기를 가지는
눈측백의 종자도 모수 주위로만 비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집중 분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무성 번식 개체는 확장 거리의 한계로 인해 모체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게 되는데(Peterson and Squiers, 1995) 눈
측백의 경우 주로 모수의 가지 휘묻이를 통해 무성 번식 개체가 발
생하며 최대 2 m까지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
지 신장의 한계로 인해 눈측백 또한 무성 번식 개체가 많을수록 집
중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눈측백 개체들의 공간적 분포에서는 흉고직경이 작은 개체
들이 전석지 가운데로 집중 분포하였지만 전석지 가장자리로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고사목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일부 눈측백 치수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눈측백의 갱신이 점차 전석지 가운데에서
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3 개체군 번식

Thuja속 수종은 대부분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을 겸하는데
(Liguo et al., 1999; O'Connell et al., 2001; 송정호 등, 2006) 개
체군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주로 무성 번식을 통해 개체군을 유
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gitzer, 1990; Werb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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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은 생식 방법의 전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T. occidentalis의 노령림에서는
갱신된 개체의 절반 이상이 무성 번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Nelson, 1951; Lamy et al., 1999). Thuja속의 무성
번식은 주로 이끼층이나 유기물층에 측지가 휘묻여 줄기(stem)로
자라거나(branch layering) 넘어진 도목의 가지가 줄기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며 근맹아로 무성 번식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Melier, 1990; Pregitzer, 1990). 또한 무성 번식은 어린 개체
또는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개체가 많은 곳에서 잘 일어나는데 이는
낮은 높이에 달린 가지일수록 이끼층에 닿기 쉽기 때문이다(Curtis,
1946). Thuja속의 무성 번식 양상은 눈측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
되었는데 중왕산 눈측백의 경우 이끼층에 닿은 대부분의 가지에서
부정근이 발견되었으며 개체군의 98 %가 흉고직경 2.5cm 이하의
어린 개체로 무성 번식에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Thuja속 수종의 유성 번식에는 빛, 수분 조건, 임상 기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Cornett et al., 2000; Cornett et al.,
2001; Simard et al., 2003; Weber et al., 2003) 특히 산불 등 교
란이 일어난 토양이나 고사목에서 종자의 발아와 치수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ller and Klinka 1998;
Cornett et al., 2000; Cornett et al., 2001). 임상 기질에 대한 선
호는 천이 단계에 따라 바뀌는데 T. plicata의 경우 활엽수와 혼효
하면서부터 치수의 임상 기질이 토양에서 고사목으로 바뀐다고 하
였다(Scott and Murphy, 1987). 선호하는 임상 기질이 토양에서
고사목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고사목이 수분과 영양분 등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천이로 인해 혼효하게 되는 활엽수 낙엽에 의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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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음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Scott and Murphy, 1987; Simard
et al., 2003).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의 경우 임상 기질로 이용될 만
큼 분해가 진행된 눈측백 고사목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새로운 활
엽수의 낙엽이 임상에 공급되고 있있다. 한편 활엽수의 낙엽층은

Thuja속 수종의 종자 발아와 치수 생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Cornett et al., 2000; Simard et al., 2003) 피음으로 인한 치수의
고사율을 증가시키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Simard et al., 2003.
현재 눈측백의 경우 유성 번식을 위한 임상 기질(부후 등급이 높은
고사목)의 부족과 활엽수의 낙엽이 유성 번식에 의한 갱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내음성이 높은 수종일수록 천이 계열 후기에 산림
군집 내 개체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ston and Smith,
1987). Thuja속의 경우 내음성이 높아 천이 후기 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Cornett et al., 2000) 대부분의 Thuja속 성숙림에서는 어린
개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Feller and Klinka, 1998; Cornett, et
al., 2000) 교란이 일어난 지역에 제일 먼저 정착하는 등 천이 초기
수종의 양상도 함께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gizer, 1990,
Daniels et al.,1995; Feller and Klinka, 1998). 눈측백의 경우 내
음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이창복, 1988) 천이 후기 수종으로
인식되나 타 수종이 침입하지 못하는 전석지에 먼저 자리를 잡는
선구 수종의 양상 또한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문표, 2010).
따라서 현재 전석지에 생육하는 중왕산 눈측백은 선구 수종으로써
타 수종보다 먼저 전석지에 자리를 잡고 순림을 형성한 뒤 유성 번
식과 무성 번식을 통해 개체군을 유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흘러 전석지가 이끼와 부식질로 덮이면서 타 수종의 침입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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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자(홍문표, 2010) 현재와 같이 타 수종과 횬효하게 되면서 낙
엽에 의한 피음 등 유성 번식을 통한 갱신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Thuja속은 자가 수정(Selfing)의 비율이 높고 무성
번식으로 인해 동위효소 수준에서의 이형 접합도(heterozygosity)
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Lamy et al., 1999; O'Connel et al., 2001).
눈측백의 경우 동위효소 수준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우성표지자(I-SSR)를 이용한 연구 결과, 이형 접합도의 기대치
(He=0.258)가 비교적 높고 타가 수정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어

Thuja속의 특징과의 다른 유전적 양상을 보였다(양병훈 등, 2009).
다만 양병훈 등(2009)의 연구에서 인위적인 교란을 겪은 방태산
개체군의 경우 낮은 이형 접합도 기대치(He=0.111)를 보였다. 중
왕산 눈측백의 경우 적은 수의 모수, 인위적인 벌채 피해, 유성 번
식의 제한 및 무성 번식 등으로 인해 유전적 다양성과 이형 접합도
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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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장과 고사 양상

2.1 직경 생장

눈측백의 직경 생장에는 생육 초기의 직경 생장량과 생장 속도
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륜 분석 결과, 생육 초기 직
경 크기가 크고 평균 생장량이 클수록 향후 직경 크기가 클 가능성
이 높았다(P < 0.05). 또한 출생 후 직경 10 mm까지 자라는데 걸
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눈측백 개체의 향후 직경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토양층이 얇은 전석지에 생육하는 눈측백 개체들이
양분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개체들간 양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생육 초기 직경 생장 속도를 높여 일정 크기 이상으
로 자라는데 집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육 초기 직경 크
기의 경향이 향후 직경 크기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
아 상층 교란에 따른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이 눈측백 개체의 직경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수고 생장

중왕산 눈측백의 수고는 연 평균 7.3 cm(± 4.0 cm)씩 자랐다.
이는 송정호 등(2006)이 설악산 개체군에서 측정한 연년 수고 생
장량(4.0 - 6.2 cm)보다 조금 높았는데 송정호 등(2006)이 관찰한
개체군은 해발고도 1,502 m에 위치한 평균 수고가 1.51 m인 관목
형태로 자라는 개체군이었다. 눈측백의 경우 서식지에 따라 수고 생
장 양상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Wilson, 1920; Lee, 1980; Lig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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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9; Kim et al., 2011). 대부분의 눈측백 개체군이 4 - 5
m 내외로 자라거나 혹은 이보다도 낮은 2 m 이내의 관목형으로 자
라는데 비해(Uyeki, 1926; Wilson, 1920; 이창복, 1988)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은 수고가 최대 11.1 m(고사목 기준, 생육목의 최대
수고는 9.3 m이다)까지 아교목 형태로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중왕산 개체군이 비교적 낮은 고도(1,127 m -1,189 m)에
있는 숲이 우거진 계곡부에 생육하고 있어 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높은 고도의 개체군들에 비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Lee, 1980;
Kim et al., 2011) 수고 생장량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눈측백 개체의 경우 생육 초반에는 직경 생장에 집중하는 경향
을 보이다가 출생 후 30 – 40 년 무렵이 되면 수고의 생장이 가장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 틈 형성과 같은 수관층 소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수고의 생장 속도가 급격히 증
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관의 변형이 생긴 눈측백 개체들은 주로 경사 위쪽 방향
으로는 가지가 부러져 없어지고 경사 아래 방향으로만 수관이 길게
자란 모습이었다. 이러한 수관 변형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은 결과로(Wooldridge et al., 1996) 아고산대 침엽수
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수관의 변형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생장
기간 동안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가지가
반대로 구부러져 자라거나 두 번째는 겨울철 눈보라에 의해 바람을
불어오는 방향의 수관은 부러져 없어지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만 수
관이 자라게 된다(Yoshino, 1973). 본 연구 대상지에서는 두 번째
형태의 수관 변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겨울철 사면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눈측백 수관의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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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분 고사

눈측백 고사목의 절반 이상에서 형성층의 부분 고사 현상이 발
견되었다. 이러한 형성층의 부분 고사 현상은 같은 속 수종인 T.

plicata와 T. occidental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Larson et al.,
1993; Daniels et al., 1997) Thuja속 수종에서 형성층의 부분 고사
가 발견되는 까닭은 목질 세포 구조의 sectoriality가 높기 때문이
다(Rudinsky and Vite, 1959; Larson et al., 1994). Sectoriality는
뿌리에서 수관까지 물질이 수송될 때 측면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sectoriality가 높을수록 수직 방향으로만 물질이
이동하게 된다(Ellmore et al., 2006). 따라서 Thuja속의 경우 뿌리
혹은 수관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부위와 수직적으로 연결된 형성
층에서 부분 고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예로 절벽에 생육
하는 T. occidentalis의 경우 뿌리를 감싸고 있던 암석이 떨어져 나
가면서 건조에 의해 뿌리의 고사가 일어나게 되면 뿌리 고사 이후
2 년 이내에 뿌리와 수직적으로 연결된 수간 부위의 고사가 일어난
다고 하였다(Lasson et al., 1993).
뿌리의 고사뿐 아니라 산불, 수분 스트레스, 산사태, 토양 입자
에 의한 뿌리 조직의 마모, 바람에 의한 직접적인 수간 고사 등도
형성층 부분 고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asley and
Klemmedson, 1973; Shweingruber, 1989; Schauer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눈측백 형성층의 부분 고사를 일으키는 명확한 원인
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부분 생장이 발견된 고사목들이 모두 기울
어지거나 넘어진 상태였으며 온전히 서 있는 고사입목에서는 부분
생장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면서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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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뿌리의 피해가 눈측백 형성층의 부분 고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눈측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분 생장기
간이 길어지고 부분 생장하는 개체의 비율이 늘어났는데(Brunstein
and Yamaguchi, 1992; Schauer et al., 2001) 이는 오랫동안 산 개
체일수록 활력이 떨어져 외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Schauer et al., 2001).

2.4 부후 양상

고사 년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고사목 중 가장 오래된 고사목은
1957 년에 고사한 개체로 고사한 지 55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간이 온전한 형태(Log III, Log V)로 남아 있었다. Thuja속 수종
의 경우 부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데(Qiaoping et al., 2002;
Baietto and Wilson, 2010) 북미 지역에 생육하는 T. plicata의 고
사목은 길게는 1,200 년 동안 임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Daniels et al., 1997). 일반적으로 수목의 크기가 클수록 분해에
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Harmon et al., 1986) T. plicata의 고사
목이 오래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심재에 미생
물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페놀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Cartwright,
1941; Lehong et al., 1988; Daniels et al., 1997). Thuja속 수종의
목질부

내에는

부후균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억제하는

tropolone(α-thujaplicin, β-thujaplicin)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
어 미생물의 분해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effer,
1966; DeBell et al., 1997). 결국 눈측백이 고사한지 오래되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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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수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Thuja속의 느린 분해 속도 때문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하였던 부후 등급만으로는 눈측백의 실제
고사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Thuja속의 경우 형
성층의 부분 고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기준만으로는 고사
시점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Daniels et al., 1997) 눈측백의 경
우 형성층의 부분 고사뿐 아니라 수관의 변형과 상부 고사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부후 등급에 따른 외형적 특징의 차이
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눈측백의 고사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부
후 등급을 사용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연륜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Daniels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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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체군 동태

3.1 개체군의 출생과 사망

Thuja속 수종의 경우 천이 후기 수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Bergeron and Dubue, 1988) 개체군 갱신 과정에서 때로는 천이
초기 수종의 양상을 띄기도 하는데(Pregitzer, 1990; Weber et al.,
2003) 바람이나 산불 등 교란이 일어난 곳에서 갱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tos and Habeck, 1981; Pregizer,
1990; Daniels et al., 1995; Feller and Klinka, 1998). 특히 산불
은 Thuja속이 선호하는 높은 pH의 임상 기질을 만들어줄 뿐 아니
라 활엽수와의 갱신 경쟁을 완화시켜 준다(Verme and Johnston,
1986; Miller, 1990; Daniels et al.,1995).
교란이 발생하게 되면 출생하는 개체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살아있는 개체들의 직경 생장이 함께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Abrams et al., 1997; Parish et al., 1999; Dang et al., 2009) 눈
측백 개체군에서 1900년대, 1910년대, 1930년대, 1950년대에 출생
개체의 증가와 함께 생육목의 직경 생장 촉진이 동시에 일어난 것
으로 보아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이 교란의 영향을 받았던 해는 바
로 앞 시기인 1890년대와 1920년대, 1940년대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눈측백 분포지 주위에서 산불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산불이 눈측백 개체군의 형성과 동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뒷받침할 오래된 산불 발생 년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본 연구지가 위치한 평창군 진
부면 장전리에는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화전이 성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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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 – 8 월에 벌목을 하고 10 월 혹은 봄철에 불을 놓아 화전을
일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국립민속박물관, 1994). 또한 연구 대상
지에서 불과 50 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전민 집터와 화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산불이 눈측백 개체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료를 채취한 눈측백 고사목 87 개체 중
한 개체에서 산불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Figure 43) 연륜 분석 결
과 1928 년경에 산불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산불
은 1930년대 눈측백 개체군의 출생 빈도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살아 남은 개체들의 직경 생장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3. A Thuja koraiensis having a fire scar

과거 50 m × 50 m 방형구 안에 존재했던 유목과 성목의 수는
1960년대까지 꾸준하게 늘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에는 사망률의 급격
한 증가가 유목과 성목의 개체수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는 눈측백 개체의 고사와 형성층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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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가 다수 발생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생육목의 직경 생장 촉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80년대 후반 눈측백 개체들이
고사한 직후 나타난 직경 생장 증가 현상이 13 년 동안이나 지속되
었던 점으로 보아 비교적 큰 규모의 교란이 1980년대 말에 발생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대대적인 화전민 이주 정책으로 인
해 화전이 금지되어(국립민속박물관, 1994) 이 시기 교란은 산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눈측백 개체의 고사와 함께 형성층의 부분 고
사 현상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형성층의 부분 고사를 일
으키는 원인인 도복 현상이 눈측백 개체의 직접적인 고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88 년 눈측백 분포지 바로 아래에
건설된 임도와 배수 시설이 눈측백 생육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눈측백 개체군의 모수들이 불연속적으로 분포
하면서 방형구 내에서 모수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1980
년대 말 발생한 교란으로 인해 방형구 내 모수가 고사했기 때문이
었다.

3.2 개체군 크기 예측

본 연구에서는 행렬모형을 이용하여 개체군의 동태적 변화가 개
체군 크기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미래 눈측백
개체군의 크기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무성 번식 비율에 따라 미래 개체군 크기가 상이하게 달
라졌다. 행렬모형의 결과 눈측백 개체군이 유성 번식만 할 경우에는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무성 번식의 비율이 증가 할
수록 미래 개체군의 크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왕산 눈측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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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군의 경우 무성 번식의 비율이 개체군의 크기를 결정 짓는 것
으로 보이는데 현재 개체군에서 조사된 무성 번식 비율이 36 %인
점으로 보아 미래 개체군의 크기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었다. 다만 조사된 무성 개체의 비율이 적은 면적(12 m2) 내 유묘
와 치수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무성 번식 비율은
추정된 값보다 더 높을 수 있어 미래 개체군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흉고직경 2 - 8 cm의 중간 크기 개체가 개체군 동태
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았다.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의 경우 중간
크기 개체의 생존율과 사망률이 개체군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크기의 개체가 개체군 내 유성 번식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체군의 유전 변이를 높게 유지
시키기 위해선 이들의 생존률을 높게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왕산 개체군의 경우 인위적인 벌채로 인해 유목과 성목 크
기의 개체들이 피해를 받은 바 있으며 산불 등의 교란에 의해 개체
군의 동태적 양상이 바뀐 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해 중간 크기의 개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가 있다. 다만 본 연구 대상이 ramet 단위의 개체군이기 때문에 유
전 변이와 교배양식, 유전자 흐름(gene flow) 등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Eriksson, 1993; Eriksson and
Bremer., 1993). 따라서 개체군 동태에 따른 유전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선 추후 genet 단위의 개체군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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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은 전석지를 중심으로 좁은 면적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으며 분포 면적의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되었다. 개체
군의 분포 면적뿐 아니라 개체군 크기 또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
었는데 이는 치수 갱신에 기여하는 모수와 임상 기질이 적고 개체
군의 무성 번식 비율 또한 낮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눈측백
의 미래 개체수는 무성 번식 비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 눈측백 개체군 동태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눈측백
개체군의 무성 번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눈측백의 직경 생장 속도는 느리지만 개체별 생장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체 간 직경 크기의 차이는 주로 생육
초기 직경 생장량과 생장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눈측백은 생장뿐 아니라 고사 후 부후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고사한 개체의 절반 이상에서 형성층의 부분 고사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도목으로 인한 뿌리의 고사가 형성층 부분 고사와 눈
측백 개체 고사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중왕산 눈측백 개체군은 과거 인위적인 벌채로 인한 서식지 감
소와 산불 등 교란에 의한 개체군 동태적 변동을 겪은 바 있으며
모수의 고사와 개체군 크기의 감소에 따른 유전 변이의 감소 문제
를 겪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눈측백 개체군 유지를 위해서는
교란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개체의 고사를 막고 유성 번식에 의한
갱신을 돕는 방향으로 현지 내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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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Statistics of individual tree-ring series.
Series
Number

First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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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ev

skew

Mean
sensitivity

TH5101
TH2401
TH6001
TH6101
TH0901
TH0902
TH0302
TH5201
TH5601
TH3801
TH3802
TH3901
TH3902
TH4001
TH4002
TH1301
TH1402
TH1901
TH1902
TH3701
TH3702
TH4301
TH4402
TH6601
TH6602
TH6701
TH6702
TH7202
TH8001
TH8002
TH9201
TH9401
TH9402
TH9701
TH9702
TH11201
TH1701
TH2101
TH2102
TH2302
TH2701
TH2702
TH2901
TH2902
TH3101
TH3602

1937
1930
1941
1930
1887
1887
1911
1940
1945
1880
1880
1819
1819
1873
1873
1894
1884
1894
1894
1874
1874
1888
1864
1897
1897
1895
1895
1894
1882
1882
1857
1865
1865
1912
1912
1881
1921
1865
1865
1892
1905
1905
1884
1884
1874
1910

2010
2010
2012
2012
1989
2000
1959
2012
2009
1976
1971
1983
1986
1998
1993
1985
1974
1957
1956
1990
1958
1977
1976
1985
1985
1983
1983
1966
1963
1935
1988
1961
1955
1961
1957
1983
2005
1980
1980
1959
1990
1995
1983
1985
1984
1992

74
81
72
83
103
114
49
73
65
97
92
165
168
126
121
92
91
64
63
117
85
90
113
89
89
89
89
73
82
54
132
97
91
50
46
103
85
116
116
68
86
91
100
102
111
83

0.58
0.47
0.34
0.60
0.71
0.58
0.75
0.50
0.72
0.48
0.39
0.45
0.46
0.78
0.77
0.83
0.61
0.48
0.48
0.50
0.47
0.40
0.50
0.40
0.40
0.81
0.84
0.47
0.52
0.55
0.57
0.46
0.51
0.70
0.61
0.52
0.57
0.49
0.48
0.58
0.40
0.39
0.68
0.90
0.54
0.49

0.44
0.26
0.20
0.31
0.31
0.27
0.28
0.26
0.49
0.21
0.17
0.21
0.21
0.33
0.38
0.30
0.29
0.28
0.34
0.22
0.27
0.18
0.33
0.28
0.30
0.25
0.32
0.30
0.34
0.26
0.25
0.16
0.20
0.29
0.30
0.20
0.37
0.21
0.20
0.25
0.24
0.30
0.34
0.55
0.31
0.28

1.97
0.49
0.79
0.87
0.90
0.40
0.32
1.12
1.11
0.21
0.79
1.30
1.27
0.55
0.78
0.73
1.17
0.27
1.57
0.85
0.85
0.80
1.16
1.51
1.98
0.52
0.36
1.09
0.97
0.51
1.38
0.85
0.37
0.11
0.38
0.38
1.14
0.59
0.48
0.29
1.76
1.93
0.84
0.97
1.15
1.44

0.23
0.45
0.39
0.19
0.23
0.24
0.24
0.28
0.45
0.30
0.31
0.22
0.22
0.24
0.27
0.18
0.31
0.30
0.40
0.25
0.37
0.32
0.36
0.34
0.28
0.21
0.20
0.34
0.31
0.29
0.24
0.22
0.35
0.31
0.30
0.27
0.23
0.23
0.20
0.24
0.37
0.47
0.23
0.23
0.23
0.26

0.37
0.32
0.32
0.28
0.24
0.26
0.21
0.28
0.36
0.26
0.24
0.24
0.24
0.24
0.28
0.19
0.25
0.34
0.37
0.24
0.32
0.25
0.35
0.36
0.36
0.17
0.21
0.33
0.36
0.26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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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0.2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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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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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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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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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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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0.47
0.56
0.82
0.69
0.75
0.67
0.76
0.50
0.59
0.55
0.78
0.75
0.69
0.72
0.77
0.49
0.73
0.59
0.69
0.56
0.55
0.66
0.78
0.85
0.58
0.72
0.68
0.77
0.58
0.68
0.65
0.33
0.49
0.70
0.55
0.88
0.74
0.78
0.73
0.53
0.52
0.79
0.85
0.79
0.81

92

0.56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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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th and death patterns of

Thuja koraiensis in Mt. Joongwang,
Republic of Korea
Jong Bin Jung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uja koraiensis Nakai is a rare and endangered plant that
lives mainly in sub-alpin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though the situations that not only reductions in the distribution
area but decreases in the population size of Thuja koraiensis
are concerned, Information on structure, dynamics and growth
patterns of Thuja population are still missi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growth and death patterns of

Thuja koraiensis and to investigate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dynamics of a Thuja population in Mt. Joongwang, Republic of
Korea. Dendroecologica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In result, Thuja population had an uneven aged structure and
distributed in clumping on the small area. The estimated
asexual reproduction rate of this population was 36 percent
otherwise, only 59 individuals with bearing con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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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Flowering and fruition was carried out only in
individuals of larger than 1.2 cm in DBH, or higher than 1 m in
height. Annual growth rate was 1.03 mm in diameter, 7.3 cm in
height and height might reach at up to 11.1 m. Individuals
having large diameter at early stage of growth also appeared to
have a large size of the diameter in the future. The size and
growth rate of the diameter within 10 years of initial growth
significantly effected on the growth in the diameter of Thuja

koraiensis. Height growth was accelerated beyond 1 m height
and maximized at 30 – 40 years after establishment. Thuja

koraiensis died at 40 - 200 years in age and mainly died at 80
– 110 years after establishment. Dead Thuja trees were mostly
presented in the form of log (65.3 %) and partial cambium
mortality was found in tilting snags or logs of dead Thuja trees.
It seemed that damages on roots by uprooting had caused the
partial cambium mortality. Thuja population in Mt. Joongwang
was formed before 1800s and changes of population size were
observed four times (1890s, 1920s, 1940s, 1980s) over the
last 210 years. There had been population reduction since
1960s and matrix models predicted that future population size
was expected to continue to decline. Thuja koraiensis grew
slowly and large and lived long. But it was a situation of
concern about reduction of population size and need for
conservation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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