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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alyze environment of location, investigation into vegetation resources, survey management status and establish 

to classify the management area for Natural monument No.374 Pyengdae-ri Torreya nucifera for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orreya nucifera forest is concerned about influence of development caused by utilization of land changes to agricultural 

region. Thus, establish to preservation management plan for preservation of prototypical and should be excluded development 

activity to cause the change of terrain that Gotjawal in the Torreya nucifera forest is factor of base for generating species diversity.

Secondly, Torreya nucifera forest summarized as 402 taxa composed 91 familly 263 genus, 353 species, 41 varieties and 

8 forms. The distribution of plants for the first grade & second grade appear of endangered plant to Ministry of Environment 

specify. But,  critically endangered in forest by changes in habitat, diseases and illegal overcatching. Therefore, when establishing 

forest management plan should be considered for put priority on protection.

Thirdly, Torreya nucifera representing the upper layer of the vegetation structure. But, old tree oriented management and 

conservation strategy result in poor age structure. Furthermore, desiccation of forest on artificial management and decline in 

Torreya nucifera habitat on ecological succession can indicate a problem in forest. Therefore, establish plan such as regulation 

of population density and sapling tree proliferation for sustainable characteristics of the Torreya nucifera forest.  

Fourth, Appear to damaged of trails caused by use. Especially, Scoria way occurs a lot of damaged and higher than the 

share ratio of each section. Therefore, share ratio reduction Plan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the additional development of 

tourism routes rather than the replacement of Scoria.

Fifth, Representing high preference of the Torreya nucifera forest tourist factor confirmed the plant elements. It is sensitive 

to usage pressure. And requires continuous monitoring by characteristic of Non-permanent. In addition, need an additional plan 

such as additional development of tourism elements and active utilizing an element of high preference.

Sixth, Strength of protected should be differently accordance with importance. First grade area have to maintenance of plant 

population and natural habitats. Set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Second grade areas focus on annual regeneration of the forest. 

Third grade area should be utilized demonstration forest or set to the area for  proliferate sapling. Fourth grade areas require the 

introduced of partial rest system that disturbance are often found in proper vegetation. Fifth grade area appropriate to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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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for promoting tourism by utilizing natural resources in Torreya nucifera forest. Furthermore, installation of a buffer zone in 

relatively low ratings area and periodic monitoring to the improvement of edge effect that adjacent areas of different class.

Key Words: Forest, Management class, Management plan, Natural monument, Torreya nucifera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입지환경, 식생자원과 이용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적용되는 관리구역에 한 등급을 설정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토지이용형태가 농업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상지 주변지역으로의 개발압력에 의한 향이 

우려되며, 비자나무 숲 내 곶자왈지 는 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요소로 원형보존의 관리계획 설정 및 지형의 변화를 

야기하는 개발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소산식물상은 총 91과 263속 353종 41변종 8품종의 402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이 중 

환경부 지정 법정 멸종위기식물종 중 멸종위기식물 Ⅰ·Ⅱ급에 해당하는 식물의 분포가 확인되었으나 현재의 서식처 변화 

및 종의 병해, 불법 남획 등에 따른 개체 소실에 의해 비자나무 숲 내 종의 절멸 위험도 존재하므로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관리방안 설정 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비자나무가 상관을 표하는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노거수 위주의 속적 관리와 보존전략은 빈약한 연령구조를 

야기하 으며, 일부 구역의 인위적 관리에 의한 숲의 건조화, 자연적 천이에 의한 비자나무의 입지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수목밀도의 조절 및 후계목 증식 등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이용에 따른 탐방로의 훼손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화산송이길의 훼손 및 분담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화산송이의 

단순한 보충보다는 현행 탐방로 외에 추가적인 관광루트 개발을 통한 분담율 완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관광요소 중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식물적 요소는 이용에 관한 압력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비 속적인 특성상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추가적 관광요소 개발과 동시에 현재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보호강도별 중요도에 따라 Ⅰ등급 지역은 존속개체군의 유지와 서식처의 훼손을 방지하고, Ⅱ등급 지역은 연차별 

숲의 재생을 위주로 관리방향을 설정하며, Ⅲ등급 지역은 비자나무 시범림이나 후계목 증식을 위한 지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Ⅳ등급 지역은 고유 식생의 교란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부분별 휴식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Ⅴ등급 지역은 비자나무 

숲의 관광활용을 위한 서비스 공간 적지에 속한다. 상이한 등급의 지역 인접에 따른 가장자리효과에 한 방안으로는 상 적으로 

등급이 낮은 곳에 환경간섭을 피하기 위한 버퍼존의 설치와 주기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주제어: 관리등급, 관리방안, 비자나무, 수림지, 천연기념물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비자나무(Torreya nucifera Sieb. et Zucc.)는 주목과에 속하

는 상록침엽교목으로(이창복, 2006), 우리나라에서는 난온  

기후를 나타내는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사찰과 향교 주변에 식재로부터 기원한 식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박문수, 2007).

비자나무와 관련된 기록은 사료(史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데, 조선왕조실록1)에 따르면, 비자나무 등의 나무와 목재는 모

두 국용재로 긴요한 것으로 작벌개간을 엄금한다는 내용이 수

록되어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2)에는 채실을 주 목적으로 한 

비자나무 숲 주위에 돌담을 쌓아 엄중히 보호하도록 한다는 기

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비자나무는 예로부터 국법에 

의해 보호증식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비자나무 숲으로는 그 규모가 세

계적으로 크고, 역사·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아 1993년 8

월 19일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문화

재청, http://www.cha.go.kr).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천

연기념물 수림지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

며, 매년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환경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는 비자나무 숲이 관광객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만, 이러한 이용의 급증은 수림지의 생태적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숲의 건강성 확보 및 보존관리의 측

면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숲의 지정 가치를 유

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비자나무 숲에 한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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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연구로는 산림지역에 위치한 비자나무 숲 및 사찰 주변의 

비자나무 숲을 상으로 식물종 및 식물사회학적 구조에 한 

연구(한현주, 1992; 한동욱 등, 1995; 신현철 등, 2010; 박문수, 

전 문, 2006; 박문수, 2007; 문화재청, 2008; 정세명 등, 2013),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을 상으로 비자나무의 생장특성과 

관리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한국수목보호연구회, 1999; 이상

길, 2009) 등이 있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탐방로의 

훼손실태에 한 연구(권태호 등, 2001;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천연기념물 수림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유창민, 

2008; 신병철 등, 2010; 문화재청, 2011) 등이 있었으나, 천연

기념물 수림지로서 생태관광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특성상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한 관리 계획

에 관한 접근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을 상으로 관련 

문헌 및 기 구축된 DB를 통한 입지환경 분석, 식생자원조사를 

통한 소산식물상 확인 및 식생구조 파악, 이용 및 관리 측면의 

현황을 분석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비자나무 숲의 천연기념

물 가치보전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관리구역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 리 산 15번지 일원으로, 다랑쉬오름(382.4m)에서 시작하

여 둔지봉(282.2m)에서 끝나는 곶자왈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

고 있다. 또한 2007년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의 지정으로 인한 

자연유산의 가치 인식 증 와 맥락을 같이 하여 연도별 관광객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2012). 특히 제

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경우 2010년 36.5%, 2011년 22.1%, 

2012년 57.2%의 전년 비 관람객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

아, 천연기념물로써의 식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관

광문화에 있어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천연기념물 식물 

입지환경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으며,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을 상으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입

지환경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한 식생자원분석, 이용 및 관리현

황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입지환경 분석은 토지이용과 곶자왈

지형 분석으로 구분하 고, 식생자원분석은 식물상 조사와 식

그림 1. 연구대상지 현황
(자료: 네이버 지도 필자 재구성) 

생구조 분석으로 세분하 으며, 이용 및 관리현황 분석은 환경

피해 조사와 선호요소 분석으로 분류하 다.

1) 입지환경 분석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

여 환경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http://ecvam.kei.re.kr)에 의

한 토지환경성 평가결과를 참고하 으며, 환경부 환경공간정보

서비스(http://egis.me.go.kr/ewebgis/webgis.jsp)의 과거 토지

피복도를 통한 토지이용의 변화양상을 파악하 다. 또한 곶자

왈공유화재단의 정보를 토 로 제주도 고유의 지형으로 나타

나는 곶자왈 지형에 한 분포양상을 확인하 다.

 

2) 식물상 조사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전 지역을 상으로 자생하는 식

물종 다양성을 규명하고 목록화 하 으며, 주요 식물종 분포 

및 귀화식물종의 다양성과 침투실태를 확인하 다. 출현 식물

종에 한 동정은 한식물도감(이창복, 2006)을 중심으로 하

으며, 주요 식물종 및 귀화식물에 한 분류는 국가생물종지

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을 따라 작성하 다. 

3) 식생구조 분석

식물사회학의 식생유형분류를 위하여 동질의 환경조건과 균

질한 종조성을 포함하고 있는 입지를 상으로(김종원과 이율

경, 2006; Kim and Manykyo, 1994; Westhoff and van der 

Maarel, 1978) 22개의 방형구를 설치하 다(표 1, 그림 2 참

조). 각 조사구의 면적은 식생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각 식생유형의 수관층 높이 자승 이상의 값으로 설정

하 다(김종원 등, 1995).

식생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에 의해 각 수종의 상 적 중

요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박인협(1980)의 방법에 준하여 중요

도(importance percentage, I.P)를 구하 으며, (상 밀도+상

피도+상 빈도)/3으로 계산하 다. 식물군집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측도에는 밀도, 빈도, 피도의 개념에 따라서 산출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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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구역

조사
번호

고도
(m)

경사
(°)

조사
면적
(㎡)

교목층 
높이
(m)

교목층 
피도
(%)

아교목
층높이
(m)

아교목층
피도
(%)

관목층 
높이
(m)

관목층 
피도
(%)

초본층 
높이
(m)

초본층 
피도
(%)

1
Q21 141 2 225 13 50 7 20 - - 0.6 40

Q22 144 3 225 13 60 7 20 1.5 30 0.7 50

2

Q1 145 26 300 12 75 - - 1 20 0.3 80

Q2 145 17.5 400 12.5 70 7 10 1.5 10 0.7 95

Q11 145 2 400 13 80 7 10 1.8 70 0.7 80

Q19 156 4 225 13 70 7 10 1 60 0.5 70

3
Q10 159 3 225 13 80 7 10 1.8 70 0.7 80

Q17 164 4 225 13 75 8 20 3 20 0.8 70

4 Q13 166 5 225 13 70 7 20 3 10 0.7 40

5

Q3 155 2 400 13 70 7 30 2.5 70 0.3 60

Q4 153 6 400 13 70 7.5 20 2.5 60 0.6 40

Q8 156 3 400 13 70 - - 3 70 0.3 70

Q9 155 2 225 13 80 7 20 2 60 0.4 70

6 Q7 153 2 225 12.5 75 7 40 0.2 30 0.4 70

7
Q6 144 4 225 11.5 80 6.5 30 2 50 0.6 75

Q18 151 3 225 12 75 6 25 1.5 50 0.7 70

8
Q14 133 5 225 11 80 6 30 3 50 0.6 75

Q15 131 6 225 9 75 7 20 4 60 0.6 80

9 Q16 136 4 225 10 80 6 25 1.5 70 0.7 80

10
Q5 137 4 400 12.5 80 6 25 1.5 70 0.3 80

Q20 135 5 225 10 80 6 30 1.5 70 0.7 60

11 Q12 143 5 225 10 70 7 30 2 20 0.8 80

a. 구역별 식생조사지역의 환경조건

Q1 N33°29'17.0" E126°48'32.0" Q2 N33°29'16.0" E126°48'31.0" Q3 N33°29'02.0" E126°48'15.0"

Q4 N33°28'55.1" E126°48'21.0" Q5 N33°29'24.0" E126°48,28.0" Q6 N33°29'14.0" E126°48'29.0"

Q7 N33°29'08.0 E126°48'25.0" Q8 N33°29'02.0" E126°48'22.0" Q9 N33°29'01.5" E126°48'17.8"

Q10 N33°29'01.0" E126°48'27.8" Q11 N33°29'17.0" E126°48'31.0" Q12 N33°29'23.6" E126°48'34.5"

Q13 N33°28'48.5" E126°48'19.9" Q14 N33°29'26.5" E126°48'23.0" Q15 N33°29'28.1" E126°48'23.2"

Q16 N33°29'28.6" E126°48'24.6" Q17 N33°28'52.2" E126°48'22.1" Q18 N33°29'16.0" E126°48'28.9"

Q19 N33°29'07.2" E126°48'31.2" Q20 N33°29'25.0" E126°48'35.9" Q21 N33°29'26.0" E126°48'40.2"

Q22 N33°29'23.6" E126°48'38.5"

b. 구역별 식생조사지역의 지리정보 

표 1. 구역별 식생조사지역의 환경조건 및 지리정보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의 보존·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2권 제1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87  97

그림 2. 방형구 조사위치도
괄호( )안의 숫자는 관리구역번호

4) 환경피해 조사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경우 관광 및 탐방의 유형이 단

순 관람으로써 일차적인 이용압력을 받는 공간이 탐방로이며, 

체로 지정구역 전체에 연결되어 분포하고 있어,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전체에 한 환경피해 개념4)을 논의하는 상으

로 탐방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피해정도 분석의 척

도는 현장관찰을 통한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탐방로의 포장 소

재별 환경 피해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포장소재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 다. 이에 따른 각 구간별 탐방로 면적 비 피

해면적을 조사하 으며, 시간별 통행량을 측정하여 구간별 분

담율을 산출하 다.

5) 선호요소 조사

본 조사는 현장관찰과 문헌조사,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현장관찰을 통해 방문객의 이용행태 및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 고, 문헌조사와 인터뷰, 예비조사를 실

시하여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내의 관광요소를 추출하 으

며, 비자나무 숲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상으로 설문조사5)를 

실시한 결과를 토 로 탐방로 코스, 선호요소에 한 이용객의 

선호도를 파악하 다. 

이러한 조사 ·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격적으로 관리가 

시행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제주 평 리 비자

나무 숲의 관리구역 구역(그림 3 참조)에 한 기준을 설정하

고,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화 하 으며 각 등급에 따른 차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그림 3.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관리구역
괄호( )안의 숫자는 관리구역 번호 

Ⅲ. 결과 및 고찰

1. 입지환경

1) 토지이용

환경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의한 토지환경성 평가 결과, 

주차장 및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매표소와 이어지는 콘크리트길

을 제외한 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등급 및 법제적 평가결과 부

분 1등급에 해당되었다. 다양성, 자연성, 군집구조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 자연성의 경우 2등급에 해당하

지만, 다양성과 군집구조의 안정성의 경우 3등급에 해당하거나 

극히 일부지역에만 해당하 는데, 이는 비자나무 숲 내 주기적

인 간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관리보존지역의 경우 부분

이 2등급에 해당하 으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으로 보존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평 리 비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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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주변으로 한계농지가 일부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 의한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토지이

용 변화를 확인한 결과, 과거 초지 및 산림지역으로 이용되는 토

지이용형태가 농업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주변지역으로의 개발압력에 의한 향이 우려되고 있다(표 2 

참조).

구분 등급 면적(㎡) 비율(%)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국토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 461488.1014 98.02

2등급 4204.6037 0.89

3등급 1083.9994 0.23

5등급 4016.8982 0.85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법제적
평가결과

1등급 458334.6486 97.35

2등급 10976.0803 2.33

3등급 1299.8607 0.28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1등급 109230.5353 23.20

2등급 329334.0293 69.95

3등급 11187.2491 2.38

4등급 8564.0644 1.82

5등급 6133.2779 1.30

환경생태적
평가기준

다양성
1등급 1966.2153 0.42

2등급 492.7270 0.10

3등급 51.6190 0.01

자연성
1등급 108728.4231 23.09

2등급 321816.4232 68.36

3등급 46.9264 0.01

군집구조의
안정성

1등급 46410.1901 9.86

2등급 52576.3164 11.17

3등급 329709.4403 70.03

기타부문

자연환경보전지역
1등급 424261.4039 90.12

2등급 31351.5146 6.66

3등급 11163.7859 2.37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413407.3322 87.81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

2등급 428367.4622 90.99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1등급 421450.5137 89.52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1등급 430817.0192 91.51

한계농지
3등급 42.2337 0.01

4등급 18395.1411 3.91

표 2.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토지환경성 평가 결과 

2) 곶자왈 지형

곶자왈 지 는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널려 있는 지 에 형성

된 숲으로 부분 해발고도 200~400m 내외의 중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 평 리 비자

나무 숲은 제주도 동부의 구좌읍과 성산읍 일 에 분포하고 있

는 종달-한동 곶자왈 지 에 해당하며, 이 지 의 용암류는 스

코리아층 퇴적에 의해 부분적으로 단절되거나 분포 폭이 좁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송시태, 2000). 이러한 지역은 함몰지 사

이에 동굴이 연결되거나 지하 깊은 곳까지 암반층이 연결되는 

등의 특성으로 주변과는 다른 미기후 환경을 형성하며, 다양한 

식물상을 이루고 있다(오경애, 2012).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내에 분포하는 곶자왈 지 는 약 337,480㎡로 전체 면적의 74.41%

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지 내 주요 경관 요소 중 잔디광

장을 제외한 주요 수목 및 관람 코스들이 곶자왈 지 에 해당

한다.

그림 4.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내 곶자왈 지대 분포도
괄호( )안의 숫자는 관리구역 번호 

a. 숨골

 
b. 곶자왈 지형 

그림 5. 곶자왈 지형

2. 식생자원

1) 식물상 

식생조사 결과,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식물상은 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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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밀도 상 빈도 상 피도 중요도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57.83 35.71 54.81 148.36 

Cinnamomum yabunikkei H.Ohba  12.05 17.86 12.96 42.87 

Pinus thunbergii Parl.   10.84 5.36 6.30 22.50 

Mallotus japonicus (Thunb.) Muell. Arg.   6.02 8.93 5.56 20.51 

Zanthoxylum ailanthoides Siebold & Zucc.  1.81 5.36 4.07 11.24 

Cornus macrophylla Wall.   2.41 5.36 3.33 11.10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2.41 3.57 3.33 9.31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Koch) Zabel ex Rumpler   1.20 3.57 2.22 7.00 

Prunus pendula f. ascendens (Makino) Kitam.  1.20 1.79 1.11 4.10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0.60 1.79 1.48 3.87 

Celtis sinensis Pers.   0.60 1.79 1.11 3.50 

Acer palmatum Thunb.   0.60 1.79 0.74 3.13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0.60 1.79 0.74 3.13 

Lindera erythrocarpa Makino   0.60 1.79 0.74 3.13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0.60 1.79 0.74 3.13 

Ficus erecta Thunb.   0.60 1.79 0.74 3.13 

합계 100.00 100.00 100.00 300.00

표 3. 교목층 중요도 분석결과

구분 상 밀도 상 빈도 상 피도 중요도

Cinnamomum yabunikkei H.Ohba 18.40 17.07 17.78 53.26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20.86 14.63 17.04 52.53 

Ficus erecta Thunb.  18.40 12.20 16.30 46.90 

Acer palmatum Thunb.   17.18 9.76 10.37 37.30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7.36 12.20 11.85 31.41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Koch) Zabel ex Rumpler   7.36 4.88 5.93 18.17 

Camellia japonica L.   1.84 4.88 4.44 11.16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1.84 4.88 2.96 9.68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1.23 4.88 3.70 9.81 

Sambucus sieboldiana (Miq.) Blume ex Graebn.  2.45 2.44 2.96 7.86 

Cornus macrophylla Wall.   0.61 2.44 1.48 4.53 

Lindera erythrocarpa Makino 0.61 2.44 1.48 4.53 

Mallotus japonicus (Thunb.) Muell. Arg.  0.61 2.44 1.48 4.53 

Litsea japonica (Thunb.) Juss.   0.61 2.44 1.48 4.53 

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0.61 2.44 0.74 3.79 

합계 100.00 100.00 100.00 300.00

표 4. 아교목층 중요도 분석결과

과 263속 353종 41변종 8품종의 402분류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환경부, http:// 

www.me.go.kr/)은 5등급 14분류군, 4등급 12분류군, 3등급종 

36분류군, 2등급은 11분류군, 1등급 33분류군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 소산식물상 가운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3%로써, 이는 비자나무 숲이 지역 생태계에서 다수

종의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접한 생

태계로의 종 다양성을 공급하는 생물다양성 공급처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기사항으로는, 비자나무 숲 내에 자생 분포하는 멸종 위기

종은 공히 난초과 식물이면서 착생식물들로서, 비교적 수령이 

발달한 교목의 수간부에 착생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멸종위기 I급인 나도풍란(Aerides japonicum Reichb. 

fil.)과 풍란(Neofinetia falcata (Thunb). Hu)은 비자나무 숲 내에

서도 그 분포가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현재의 서식

처 변화 및 종의 병해, 불법 남획 등에 의한 개체 소실이 발생

할 경우 비자나무 숲 내 종의 절멸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조사지역 내에 분포하는 귀화식물(naturalized plants)은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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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밀도 상 빈도 상 피도 중요도

Cinnamomum yabunikkei H.Ohba 16.30 6.83 15.28 38.41 

Orixa japonica Thunb.   22.22 6.83 2.50 31.55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Koch) Zabel ex Rumpler   9.31 4.97 8.33 22.61 

Zanthoxylum piperitum (L.) DC.  6.24 5.59 7.50 19.33 

Litsea japonica (Thunb.) Juss.  6.03 6.83 6.39 19.25 

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2.96 3.73 5.83 12.52 

Alangium platanifolium (Siebold & Zucc.) Harms  3.07 4.35 4.72 12.14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3.07 5.59 3.33 11.99 

Callicarpa japonica Thunb.   2.96 4.35 4.17 11.48 

Neolitsea sericea (Blume) Koidz.   2.54 3.73 5.00 11.27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2.22 4.35 3.89 10.46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2.12 3.73 2.78 8.62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2.43 3.11 2.22 7.76 

Ficus erecta Thunb.   1.69 2.48 3.33 7.51 

Elaeagnus macrophylla Thunb.  1.80 3.11 2.50 7.40 

Acer palmatum Thunb.   1.16 2.48 2.50 6.15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1.16 2.48 1.94 5.59 

Ardisia crenata Sims   1.38 2.48 1.11 4.97 

Schizophragma hydrangeoides Siebold & Zucc.  0.74 1.86 1.94 4.55 

Kadsura japonica (L.) Dunal   0.95 1.86 1.39 4.20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0.63 1.86 1.39 3.89 

Sambucus sieboldiana (Miq.) Blume ex Graebn. 0.63 1.24 1.94 3.82 

Mallotus japonicus (Thunb.) Muell. Arg.   0.85 1.86 1.11 3.82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0.53 1.24 1.67 3.44 

Cornus kousa F.Buerger ex Miquel  0.53 1.24 1.67 3.44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1.16 1.24 0.56 2.96 

Staphylea bumalda DC.   0.85 1.24 0.56 2.64 

Viburnum dilatatum Thunb.   0.53 1.24 0.83 2.60 

Prunus pendula f. ascendens (Makino) Kitam.  0.63 0.62 0.56 1.81 

Lindera obtusiloba Blume   0.53 1.24 0.00 1.77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0.42 0.62 0.56 1.60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0.32 0.62 0.56 1.49 

Gynostemma pentaphyllum (Thunb.) Makino  0.32 0.62 0.56 1.49 

Celtis sinensis Pers.   0.21 0.62 0.56 1.39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0.63 0.62 0.00 1.26 

Paederia scandens (Lour.) Merr. var. scandens  0.11 0.62 0.28 1.00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0.11 0.62 0.28 1.00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0.11 0.62 0.28 1.00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0.32 0.62 0.00 0.94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0.21 0.62 0.00 0.83 

합계 100.00 100.00 100.00 300.00

표 5. 관목층 중요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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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속 14분류군이다. 이들 종 부분은 비자나무 숲의 입구 및 

소로 주변, 인공적으로 조성된 이차 초지 부근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삼림 내에서 고유의 분포를 나타내는 침투외

래종(invasive alien species)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

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서양금혼초 1종이 비자나무 

숲 입구에 조성된 길가 및 초지 에서 분포가 확인되었으나, 

비자나무 숲 내부로의 향은 미비하며, 초지 에서의 종 풍부

도 또한 낮은 편이다. 

2) 식생구조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비자나무-상산군락(Orixa japonica 

Thunb.-Torreya nucifera community)으로, 비자나무, 상산, 단

풍박쥐나무 등에 의해 구분되었다. 본 군락은 해발고도 137~155m

의 수분조건이 양호한 저지  및 구릉지에 발달하고 있으며, 

입지의 지표면은 평균 30~50cm의 암석이 노출되어 있거나, 

토양 속에 포함되어 있고, 비교적 얕은 토심을 나타내었다.  

3층(일부 4층)의 구조로 구성된 해당군락의 교목층은 평균

수고 12.5m와 75%의 평균식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달나

무, 머귀나무, 후박나무 등이 일부 혼생하고 있다. 아교목층과 

관목층은 난온  상록활엽수림 를 표하는 동백나무군강

(Camellietea japonicae Miyawaki et Ohba 1963)의 주요 진단

종인 생달나무, 참식나무, 백량금, 후박나무, 마삭줄 등이 높은 

빈도와 피도로 출현하고 있었다. 또한 부분의 조사구에서 과

거에 시행된 간벌 이후 관목층이 일제히 발아하여 동년배로 이

루어진 식생구조가 특기되었다. 초본층은 소엽맥문동, 십자고

사리, 큰천남성, 주름조개풀, 천남성 순으로 피도가 높게 출현

하고 있었다. 특히 임연식생의 주요 구성종으로 표되는 주름

조개풀의 높은 빈도와 피도는 본 군락이 지속적으로 인간간섭

에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십자고사리, 단풍박쥐

나무, 천남성, 큰천남성 등의 출현은 토심이 얕고 토양층 내 거

석(boulder)이 존재하는 토지 환경조건을 반 하고 있는 종조

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비자나무가 상관을 표하는 주

요 우점종으로 출현하 으며, 지역에 따라 후박나무, 생달나무, 

참가시나무 등의 상록활엽수와 푸조나무, 팽나무, 자귀나무, 머

귀나무, 예덕나무 등의 낙엽활엽수, 곰솔, 삼나무 등의 상록침

엽수들이 혼생하여 출현하는 특징을 보 다. 

교목층 중요도 분석 결과, 비자나무의 중요도가 148.13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달나무(42.87), 곰솔(22.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아교목층에서는 생달나무와 

비자나무가 우점하고 있었으며(표 4 참조), 관목층에는 생달나

무, 상산, 아왜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다(표 5 참조). 

3) 소결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식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빈

도와 피도로 출현하는 수종은 생달나무, 후박나무, 천선과 나무 

등 난온  상록활엽수림의 수관층을 구성하는 교목수종과 상

산, 소엽맥문동, 큰천남성, 마삭줄, 콩짜개덩굴, 아왜나무, 백량

금 등이 주요 수반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층을 우점하는 

비자나무는 노거수 수령이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종 보호차원

의 외과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시술으로 인해 병충해 확산, 후

계목 정착방해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간벌 등

의 인위적 간섭이 배제될 경우 종조성과 서식처 특성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인 상록활엽수림으로 천이되

어 비자나무 숲이 점차 쇠퇴할 수 있다.

식생조사 결과를 토 로 현존식생에 한 잠재 천이 가능성

이 나타나고 있는 구역을 순차적으로 분류하고, 집중 보존이 

필요한 종에 한 출현 유무를 각 구역에 점수를 부여하여 각 

구역별 식생 등급을 순차적으로 분류하 다(표 6, 7 참조).  

 

부여점수 기준

4 비자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지역
3 비자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나 아교목층에서 생달나무(곰솔) 우점
2 비자나무-생달나무(곰솔)가 순차적으로 우점하고 있는 지역

1
비자나무-생달나무(곰솔)가 순차적으로 우점하고 있으
며, 아교목층에서 생달나무(곰솔)이 우점하고 있는 지역

0 비자나무가 우점하지 않는 지역

a. 천이가능성에 따른 식생구조의 점수 부여 기준 

부여점수
구분

희귀식물 특산식물 멸종위기식물
1(종당) 출현 출현 출현

0 미출현 미출현 미출현

b. 집중적 보존이 필요한 출현종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부여점수
(종당)

1 2 3

c. 식물구계학적 분류에 따른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

표 6. 식생등급 분류를 위한 점수 부여 기준 

구역 1 2 3 4 5 6 7 8 9 10 11

천이가능성 점수 0 4 2 0 3 4 3 4 2 3 2

군집구조의 안정성 3 3 3 3 3 4 5 4 4 4 3

희귀식물출현여부 0 2 2 1 4 1 1 1 0 0 0

특산식물출현여부 0 1 0 0 1 1 0 0 0 1 0

멸종위기식물출현 여부 0 2 1 0 1 0 1 0 0 1 0

식물구계학적 분류 등급 1 5 7 4 10 14 6 1 4 6 1

합계 4 17 15 8 22 24 16 10 10 15 6

등급 Ⅴ Ⅱ Ⅲ Ⅳ Ⅰ Ⅰ Ⅱ Ⅳ Ⅳ Ⅲ Ⅳ

 등급판정기준 Ⅰ등급 : 20초과, Ⅱ등급 : 16~20, Ⅲ등급 : 11~15, 

              Ⅳ등급 : 6~10, Ⅴ등급 : 0~5

표 7. 식생조사 결과에 의한 구역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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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및 관리

1) 환경피해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전체 탐방로를 현재 이용되고 있

는 A·B 코스로 분류하여 이용객들의 통행패턴을 분석하 으

며, 탐방로의 포장소재별 환경피해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

로 판단되어 지피물을 기준으로 7개의 구간을 선정하 다(그

림 6 참조). 

그림 6. 환경피해 조사구간 

탐방로의 각 구간별 훼손면적을 고려하여 환경피해등급을 

분류하 으며(표 8-a 참조), 각 구간의 훼손 폭과 범위를 측정

하여 등급별 분포범위 및 탐방로 주변의 훼손량을 파악하 다. 

탐방로 훼손의 판정기준으로는 이용압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는 지피물의 경화 및 이용객의 이용행태를 토 로 등급화

한 환경피해정도를 적용하 으며, 이용에 따른 훼손만을 상

으로 한정하 다.

환경피해면적 조사를 토 로 각 구간별 통행량에 한 분담

율을 분석하 다(표 8-b 참조). 이용 압력에 따른 훼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1번(콘크리트), 4번(목재데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시간 별 분담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탐방로 

면적의 95.74%의 분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관

람행태가 화산송이 길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급 부여점수 기준

1 5 탐방로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음

2 4 구간 면적 비 탐방로의 훼손 면적이 15% 이하로 나타남

3 3 구간 면적 비 탐방로의 훼손 면적이 30% 이하로 나타남

4 2 구간 면적 비 탐방로의 훼손 면적이 60% 이하로 나타남

5 1 구간 면적 비 탐방로의 훼손 면적이 60% 초과로 나타남

a. 환경피해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등급 부여점수 기준

1 5 구간별 분담율이 20% 이하

2 4 구간별 분담율이 40% 이하

3 3 구간별 분담율이 60% 이하

4 2 구간별 분담율이 80% 이하

5 1 구간별 분담율이 100% 이하

b. 탐방로 분담율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표 8. 환경피해등급 분류를 위한 점수 부여 기준

환경피해범위 및 구간별 분담율 조사 결과를 토 로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관리구역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한 

합계를 이용한 각 구역별 환경피해정도에 한 등급을 순차적

으로 분류하 다(표 9 참조).

구역
구간
번호

환경
피해

탐방로
분담률

구역별
점수

합계 순위

1 1 5 1 1 7 Ⅳ

2
2 4 4

2 10 Ⅰ
7 3 4

3
5 1 2

2 6 Ⅴ
6 4 1

4 - 5 5 0 10 Ⅰ

5
3 2 2

2 8 Ⅲ
4 5 2

6
2 4 4

2 8 Ⅲ
3 2 2

7 2 4 4 1 9 Ⅱ

8 - 5 5 0 10 Ⅰ

9 - 5 5 0 10 Ⅰ

10 1 5 1 1 7 Ⅳ

11 1 5 1 1 7 Ⅳ

표 9. 환경피해조사 결과에 의한 구역별 등급 

2) 선호요소

선호요소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전체 만족도에 해서는 85%의 이용객이 매우 높은 수준으

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A코스(46.1%)보다 B코스(53.9%)가 더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A코스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B

코스의 이용 경로와 B코스에 위치한 관광요소 등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내 탐방로 분포 특성 상, B코스 방문객에 한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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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었던 코스를 응답하도록 하 으며, 부분의 방문객이 B

코스(92.8%)가 더 인상적이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비자나무 

숲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관광 요소에 해 새천년 비자나무

(41.3%)에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을 보 다. 다음으로 돌멩이

길(24.8%), 비자나무 사랑나무(11.2%), 벼락맞은 비자나무(10.7%), 

돌담길(9.2%), 소공원(1.5%), 잔디광장(1.0%) 순으로 선호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 로 선호요소에 한 선호도 값과 해당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선호요소 개소를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

여하고, 이에 한 합계를 통하여 각 구역별 선호요소에 한 

등급을 산정하 다(표 11 참조).

부여점수 기준

5 선호도 40% 이상

4 선호도 20% 이상

3 선호도 10% 이상

2 선호도 5% 이상

1 선호도 5% 이하

0 해당 없음

표 10. 선호도에 따른 선호요소의 점수 부여 기준 

구역 선호요소 선호도
선호도
점수

평균
구역별 
점수

합계 순위

1 소공원 1.5 1 1 1 2 Ⅳ

2

벼락맞은
비자나무

11.2 3
3 2 5 Ⅱ

돌담길 9.2 2

3
새천년

비자나무
41.3 5 5 1 6 Ⅰ

4 - - 0 0 0 0 Ⅴ

5

돌멩이길 24.8 4

4 2 6 Ⅰ비자나무
사랑나무

11.2 3

6 - - 0 0 0 0 Ⅴ

7 - - 0 0 0 0 Ⅴ

8 - - 0 0 0 0 Ⅴ

9 - - 0 0 0 0 Ⅴ

10 잔디광장 1.0 1 1 1 3 Ⅲ

11 - - 0 0 0 0 Ⅴ

표 11.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구역별 등급 

4. 종합고찰

1) 관리구역의 등급분류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을 상으로 식물상, 식생구조, 환

경피해, 선호요소 조사를 통한 각 항목별 등급화 결과를 바탕

으로 비자나무 숲의 구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재분류한 

결과,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관리구역 등급은 총 5개의 등

급으로 분류되었다(표 12, 그림 7 참조). 

구분
곶자왈
지형

식생
등급

환경피해
등급

선호도
등급

합계
최종
등급

1 1 5 4 4 14 Ⅴ

2 1 2 1 2 6 Ⅰ

3 1 3 5 1 10 Ⅱ

4 1 4 1 5 11 Ⅲ

5 1 1 3 1 6 Ⅰ

6 1 1 3 5 10 Ⅱ

7 1 2 2 5 10 Ⅱ

8 0 4 1 5 10 Ⅱ

9 0 4 1 5 10 Ⅱ

10 0 3 4 3 10 Ⅱ

11 0 4 4 5 13 Ⅳ

표 12. 조사 결과에 따른 구역별 등급 

그림 7.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구역별 등급도

2) 등급별 관리방안

보호강도별 중요도에 따라 1등급에 해당하는 관리구역은 2

번, 5번 지역으로 조사 지역 내 멸종위기 Ⅰ등급 종인 풍란과 

나도풍란이 소수의 면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식처 외 종 

복원을 통한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비자나무 숲 내 종의 인위

적 도입을 통한 멸종위기종 존속개체군 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돌멩이, 목재 데크 등을 이용하여 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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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중요 식물의 

서식처이자 이용·경관적 측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역으로써, 개발보다는 현존 요소의 보존에 관리방향을 설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등급에 해당하는 관리구역은 3, 6, 7, 8, 9, 10번 지역으로 

나타났다. 8, 9번 지역은 비교적 좁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

며, 활엽수 우점림으로 수관층에 특정 우점종이 존재하지 않고 

비자나무가 낮은 빈도로 출현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위적 

간섭이 진행되어온 지역으로 천이계열상 이차림 성격을 나타

내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8, 

9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자나무 우점림 지역으로 

조사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

정된 삼림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외과수술 등 다양한 

시술을 통한 수관우점 노거수의 속적 관리로 인해 후계목 정

착 방해, 병충해 확산, 고유 자연식생의 성립 방해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노거수의 도복으로 인해 숲 내부에 틈이 발

생하는 것은 자연림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퇴행 천이

의 과정을 거쳐 자연식생에 의한 숲의 재성립과 새로운 후계목 

개체군에 의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공초지인 10번 구

역은 조사지역 입구주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인위

적 관리에 의해 유지되는 지역이다. 비자나무 숲 내부와는 독

립된 지역으로 조사지역 내 귀화식물이 나타나고 있다. 인위적 

요인들에 의해 귀화식물의 확장 및 번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

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된

다. Ⅱ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체로 식생의 관점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비자나무 숲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태탐방의 적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퇴행천이

에 따른 연차별 숲의 재생을 위주로 하되, 짧은 체류시간을 가

지는 관광자원의 개발 또는 생태경관의 조망점 선정 등 소극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숲의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제

한하여야 한다.

Ⅲ등급에 해당하는 4번 구역은 곰솔군락이 우점하고 있는 

비자나무-곰솔우점림 지역으로, 탐방로의 개발이 나타나지 않

아 비교적 양호한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관리 인력의 

접근 역시 용이하지 않아 자연적 천이에 의한 비자나무의 입지

가 좁아지고 있다. 이는 문화재의 특성상, 지정사유 및 지정가

치에 한 보존을 위해 식생구조를 개선하고 인위적 관리가 필

요하다. 따라서 자연갱생림으로 지정하여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인접 서식처에서 연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 또는 

비자나무 시범림 및 후계목 확보림으로 조성하여, 생태적 안정

성도모 및 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등급에 해당하는 11번 구역은 2012년 시행된 인위적 간벌

로 지속적인 서식처의 건조화뿐만 아니라, 수관하층으로의 직

접적인 태양에너지 도달로 인하여 반복적 덩굴성 식물의 생장

을 돕고 고유 식생의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 종보존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정 비자나무 개체군에 한 개체 확보를 시도하고 

곰솔을 비롯한 덩굴성 식물이 숲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일

정기간을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등급에 해당하는 1번구역은 곰솔군락이 우점하고 있는 비

자나무-곰솔우점림 지역으로, 탐방로 개발이 구역의 경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비자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기적

으로 도퇴간벌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숲 내부의 건

조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호광성 임연식물, 귀화식물, 병충해 

등의 침입과 같은 가장자리효과(edge effects: 김종원, 2006)로 

인한 삼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쇠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수관층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주요잠재자연

식생 교목수종은 간벌하되, 아교목층 및 관목수종의 경우 교목

수종의 관리전략과 차별화된 밀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비자나무 후계목 양성을 위한 서식처 내 식재가 이

루어지고 있어 비자나무 종자가 지표면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돌담길-소

공원 구간의 탐방로가 개발 중에 있어 이용에 따른 탐방로의 

분담율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탐방로는 2번구역의 비자나무 숲을 경유하는 코스로써, 종점인 

소공원의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새로운 탐

방로 역시 진입공간인 콘크리트길로 연결되어 관광요소의 중

복이 나타나게 되며, 흥미요소 감소 및 공간의 혼잡 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비자나무-곰솔 

군락의 안정화를 전제로, 출입구의 이원화 또는 새로운 탐방로

의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공

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등급별 관리방안을 적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등급이 상이한 지역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패

치가 낮은 패치에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도

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등급의 패치가 높은 등급의 패치

를 위요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 또한 이의 향을 증명

해 준다(그림 8 참조). 특히 절 보전이 요구되는 Ⅰ등급 지역

과 인접한 Ⅱ등급 지역, Ⅳ등급 지역 등은 보호관리 방안에서

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서식지 파편화를 야기하는 등 높은 등급

의 지역에 좋지 않은 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자리효과를 줄이기 위해 상 적으로 등급이 낮

은 곳에 지역의 환경간섭을 피하기 위한 버퍼존의 설치가 요구

된다. 세부방법으로는 높은 등급지역의 패치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 적 등급이 낮은 지역으로부터의 교란이 전파되지 않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식생 발아차단매트 

설치와 일정지역의 간벌 등으로 상호 간섭을 최 한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적절한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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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은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입지환경과 식생자원, 이용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적용

되는 각 관리구역에 한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화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입지환경 분석 결과, 과거 초지 및 산림지역으로 이용

되는 토지이용형태가 농업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상지 주변지

역에 한 개발압력의 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내 곶자왈지 는 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

반요소로 원형보존의 관리계획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형

의 변화를 야기하는 개발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식물상 조사 결과,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은 총 91과 

263속 353종 41변종 8품종 402분류군이 조사되었다. 환경부 지

정 법정 멸종위기식물종 중 멸종위기식물 Ⅰ급에 해당하는 나

도풍란, 풍란이 출현하 으며, 멸종위기식물 Ⅱ급에 해당하는 

차걸이란, 삼백초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현재의 서식처 변화 및 

종의 병해, 불법 남획 등에 의한 개체 소실이 발생할 경우 비자

나무 숲 내 종의 절멸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관리방안 설정 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식생구조 조사 결과, 비자나무가 상관을 표하는 우

점종으로 출현하 으나, 도퇴간벌이나 외과수술 등 인위적 관

리를 통한 노거수 위주의 속적 관리와 보존전략은 비자나무 

유묘의 발달이 빈약해지는 연령구조를 야기하 다. 또한 일부 

관리구역의 인위적 간벌은 숲의 건조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탐

방로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의 경우, 자연적 천이에 의한 비자

나무의 입지가 좁아져 활엽수림으로의 천이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 관리구역의 설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강도를 조절하

여 안식년제의 도입과 수목밀도의 조절 및 후계목 증식 등 제

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

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피해에 한 조사 결과, 이용에 따른 탐방로의 훼

손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화산송이길의 훼손 및 분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산송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이용에 따른 마모 

및 침식, 고결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화산송이

의 보충은 효율적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A, B코스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탐방로 외에 추가적인 관광루트 개발을 통

한 분담율 완화에 한 관리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용객을 상으로 선호요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의 관광요소 중 새천년 비

자나무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비자나무 사랑나무, 

돌멩이길, 벼락 맞은 비자나무 등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분 식물적 요소로써 이용에 관한 압력이 민감

하게 작용하고, 비 속적인 특성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며, 추가적 관광요소 개발과 동시에 현재 높은 선호도를 나

타내는 관광요소에 한 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각 분야별 조사 내용을 종합하고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을 분류한 결과 총 5개의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각 구역의 

지역별 차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 다. 이 중 보호강도별 중요

도에 따라 Ⅰ등급 지역은 존속개체군의 유지와 서식처의 훼손

을 방지하고, Ⅱ등급 지역은 연차별 숲의 재생을 위주로 하되 

소극적 생태탐방 프로그램의 적지에 해당하며, Ⅲ등급 지역은 

비자나무 시범림이나 후계목 증식을 위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야 한다. Ⅳ등급 지역은 고유식생의 교란이 많이 발생하는 곳

으로 부분별 휴식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Ⅴ등급 지역은 비자

나무숲의 관광활용을 위한 서비스 공간 적지에 속한다. 다른 

등급의 지역이 인접한 것에 한 방안으로는 가장자리효과를 

줄이기 위해 상 적으로 등급이 낮은 곳에 환경간섭을 피하기 

위한 버퍼존의 설치와 주기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천연기념물 수림지는 단순히 식물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닌 주변 자연환경의 향을 받는 유기체이자 천연기념물이라

는 문화적 배경이 포함된 것으로, 수림지에 향을 미치는 요

소들에 한 복합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식생

조사 및 연구에 특기하여, 이에 수반되는 입지환경과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을 조사한 결과를 토 로 이에 

한 연구사례들의 집약을 통해 천연기념물 식물의 생육환경 

개선에 한 세부적 관리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
주 1) 예종 1년 1469년 ‘제주도는 사면이 모래땅이고 유일하게 한라산이 

솟아있어 비자 등의 나무와 목재는 모두 국용재로 긴요한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무지한 백성들이 목전의 사리에 이끌려 작벌 
개간하 기 때문에 지력이 쇠약해지고 수원이 고갈되어 한발의 
해를 입는 해가 많아졌으므로 앞으로는 작벌개간을 엄금한다. 

      本州四面濱海, 惟一漢拿山, 獨峙三邑之中, 北至本州, 東抵旌義, 西

連大靜。此山所産, 如安息香、二年木、榧子、山柚子等木及船材, 皆

切於國用。近年以來, 山傍所居無識之徒, 不顧大體, 姑息取利, 爭先

斫木墾田, 幾至盡赭。因此地力日耗, 雨澤不降, 年多旱荒, 臣願自今, 

斫木新墾 痛禁。(한국고전종합DB)

주 2) 유자(柚)ㆍ비자(榧子)ㆍ치자(梔子)ㆍ밤 적률(赤栗)ㆍ가시율(加時栗) 

두어 종류가 있다. 과실이 과원(果園)에서 나오는데 과원은 모두 
담을 쌓았다.

      柚。榧子。梔子。栗。加時栗 有赤栗加時栗數種諸種果出果園園皆築埼。
      (한국고전종합DB)

주 3) 밀도(密度:density) : 조사 상 면적에 나타나는 어떤 종의 개체
수를 나타내며 단위 면적당 조사된 종의 개체수로 표기한다.

               상대밀도모든종의밀도의총합
한종의밀도

×

       빈도(頻度: frequency) : 어떤 한 종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걸쳐 
출현하는가 하는 생육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표본단위의 
총수에 하여 해당 종이 출현한 표본 단위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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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빈도전체표본구의수
한종이출현한표본수

×

       피도(被度: coverage) : 어떤 한 종의 개체들이 차지한 투  면
적의 합계(또는 흉고직경 제곱의 합)를 단위면적에 한 비율로 
표기한다.

               상대피도모든종의피도의합계
한종의피도

×

       중요도(重要値: IP; importance percentage) : 각종의 값이 비율
로 계산된 상 밀도 상 빈도 상 피도가 합산된 중요치를 산출
하여 구성종들의 생태적 중요도 또는 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중요도
상대밀도상대빈도상대피도

×

주 4)  본 연구에서의 환경피해정도에 한 조작적 정의는 탐방로의 이
용에 따른 훼손만을 한정하 다.

주 5)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7일, 7월 11일부터 7월 12일 2회에 
걸쳐 비자나무 숲 이용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 다. 총 조사부스는 245부 으며, 이 
중 불충분 응답 부수를 제외한 유효부수 206부를 분석 자료로 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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