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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수산·옥석산 일대의 현존 산림식생을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식물사회학적

으로 조사하고, 식물군락의 종조성과 구조적 특성, 입지요인 및 종간 상관관계를 구명하여 산림식생의 생태적 정보

의 축적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목적에 바탕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문

수산·옥석산 일대에 총 105개소의 산림식생조사자료를 토대로 Z-M 식물사회학적방법에 의해 식생유형분류를 수행

하였던 바 총 10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으며,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락군이 분류되었고, 군락단위에서는 금

강소나무군락, 산수국군락, 갯버들군락, 잣나무군락, 일본잎갈나무군락이 분류되었다. 금강소나무군락은 군단위에서

꼬리진달래군, 굴참나무군, 금강소나무전형군의 3개 군이 세분되었고, 산수국군락은 곰취군, 물참대군의 2개 군으로

세분되었으며, 물참대군은 다시 가래나무소군, 개벚지나무소군, 작살나무소군의 3개 소군으로 세분되었다. 또한 각 식

생단위는 해발고와 지형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의 연관관계에 의하여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이

는 식생단위의 식별종 및 표징종과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ssify forest vegetation structure of Mt. Munsu and Mt. Okseok from

May to September in 2008 using phytosociological analysis methodology of Z-M school under the purpose of

furnishing basic materials for rational and scientific forest management. Total of one hundred five study sites

(quadrats) was investigated in the area. Quercus mongolica community group was divided into 5 communities

such as Pinus densiflora for. erecta community,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community, Salix gracilistyla

community, Pinus koraiensis community and Larix kaempferi community. Pinus densiflora for. erecta

community was subdivided into Rhododendron micranthum group, Quercus variabilis group and Pinus

densiflora for. erecta typical group.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community also into Ligularia fischeri

group, Deutzia glabrata group (into Juglans mandshurica subgroup, Prunus maackii subgroup and Callicarpa

japonica subgroup). Accordingly, the vegetation of the study areas could be described as 1 community group,

5 communities, 5 groups, and 3 subgroups and as 10 units in total. Classified vegetation unit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altitude and topography. According the analysis of interspecific association, it was shown as

three types which were coincident with differential species and character species on the constanc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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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태권역, 생태계, 군집, 개체군, 종개체 등 다양한 수

준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산림생태계에서 산림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함에 있어 생태학의 생물과 비생물

적 구성요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

다(van Staden and Bredenkamp, 2005; Spurr and Barnes,

1980).

지금까지 일반 생태학적 이론은 보존과 관리의 합리적

인 정책판단을 세우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Shrader-Frechette and McCoy,

1993), 많은 산림관리자들은 대상 임지의 지속가능한 이

용, 활용 및 보전을 위한 현 산림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임지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요소인

식생에 의한 산림분류는 산림생태의 가장 기초가 되며, 산

림이 지닌 중요한 가치들을 보전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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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객관적인 기초시업단위를 제공한다(배관호 등, 2003;

이병천과 윤충원, 2002; 윤충원 등, 2007).

한편, 우리나라 경북 북부권 지역에 대한 연구는 최송

현(2002)의 백두대간 청옥산지역 능선부의 식물군집구조,

이중효 등(2006) 일월산 산림식생의 종구성적 특성, 이병천

등(2001)의 면산일대 산림식생의 군락분류에 관한 연구

등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문수산·옥석산 일대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가 수행된 문수

산·옥석산 일대는 우리민족의 상징인 백두대간 태백산

맥의 줄기에 위치하며, 금강소나무 문화재용 목재생산림

으로 지정되어 있어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

다(봉화군b,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봉화군 문수산·옥

석산 일대에 대하여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식생분류를

하여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문수산(1,205 m)과 옥석산(1,247 m) 일대는 봉화의 진

산(鎭山)이라 칭하며, 신라시대에 강원도 수다사(水多寺)

에서 수도하던 자장율사가 태백산을 찾아 헤매던 “문수보

살”이 이 산에 화현하였다하여 문수산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주변에는 태백산, 월암산, 각화산, 청옥산, 청량산, 삼

동산, 연화봉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태백산과 소백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문수산 정상에서는 요동치듯 뻗어있

는 백두대간 맥의 흐름을 관망할 수 있다(봉화군a, 2008).

문수산·옥석산 일대(동경 128° 46'~128° 52', 북위

37° 02'~37° 57')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춘양면 서벽리, 봉성면 우곡리에 속하며, 대표적

인 하천인 운곡천은 문수산, 옥석산, 각화산 등 태백산

지령을 분수령으로 춘양면 서벽리, 예당리에서 연원하여

법전면을 거쳐 명호면 도천리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유역면적은 232.53 km2에 하천의 길이는 36.6 km에 이

른다.

관속식물상은 35목 95과 332속 600종 93변종 5품종으

로 총 698분류군으로 멸종위기식물인 노랑무늬붓꽃이 옥

석산 정상부의 신갈나무군락에 출현하며, 희귀식물은 꼬

리진달래, 도깨비부채, 금강제비꽃, 도라지모시대, 태백제

비꽃, 구상난풀 등 16분류군이 출현하고 있다(김혜진과 윤

충원, 2009).

2. 조사지 기후 및 지질

Figure 2는 봉화 기상관측소의 최근 20년(1988~2007)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도를 나타낸 것이다(Walter,

1979). 기상자료에 의하면 연평균기온 9.89oC, 연평균강수

량 1,248 mm이었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7, 8, 9월에 집중

되었다. 본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8년 7월 23~26일

태풍 ‘갈매기’로 인해 기 조사된 운곡천의 하천식생은 파

괴되었다. 또한 가장 더운 달의 일평균 최고기온 37.4oC,

가장 추운 달의 일평균 최저기온 -15.4oC, 절대최고기온

37.4oC, 절대최저기온 -22.3oC로 한서의 차가 심하였다. 이

는 청량산, 문수산, 청옥산 등의 산악과 석천계곡, 백천계

곡, 우구치 등의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지닌 산간지

Figure 1. Map of study site in Mt. Munsu and Mt. Ok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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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위치한 관계로 위도에 비하여 평균기온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봉화군b, 2008).

조사지 일대의 지질은 석포면 대현리에 위치하고 있는

태백산을 중심으로한 강원도의 중부지방에 넓게 분포되

어 있는 선캄브리아기인 변질 퇴적암류와 대성암류로 구

성되어 있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소천, 춘양, 법전은 석영·

규암과 리파타아트가 주로 분포되어 있어 화강암과 석영,

규암 주변에는 아연, 금, 은, 동, 우라늄 등 금속광물을 포

함하고 있다. 조사지 일대는 편마암계의 편암, 사암, 화강

암 등이 분포하고 있다(봉화군a, 2008).

3. 야외조사 및 분석방법 

1) 식생유형분류 

본 조사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문수산 일대의 105

개소(10 m×10 m)에 대하여 조사구를 선정하였고, 식물사

회학적 방법(Ellenberg, 1956; Braun-Blanquet, 1964)에 따

라 지형, 생태적 밀도, 해발고 등의 여러 입지환경요인을

고려하였으며, 조사구내에 출현하는 각 종의 피도(coverage)

와 개체수를 조합시킨 우점도(dominance)계급을 층위별

로 구분하여 판정 기록하였고, 생육상태는 종 개체의 집

합 혹은 이산의 정도에 따른 군도(sociality)계급 등을 측

정하였다.

총 105개의 식생조사 자료를 Ellenberg(1956)의 표조작

법과 TWINSPAN 이용에 의하여 소표(raw table)로부터 여

러 단계의 표조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재도로 나타

낸 식별표를 작성하여 문수산 일대의 식생유형을 분석하

였다. 또한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 환경요인과 식생

단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식물종의 동정과 명명은

이창복(2003)과 산림청(2003)을 참고로 하였다.

2) 종간연관(Interspecific Association)분석

종간의 연관을 분석하기 위해 105개의 방형구로부터 기

록된 513종 중, 식물사회학적 분류에 나타난 표징종 및 식

별종을 중심으로 5% 이상의 빈도를 갖는 23종을 선발하

여, 5%이상의 빈도를 갖는 종수×조사방형구수, 즉 23종

×105방형구의 종의 존재유무 자료행렬(presence-absence

date matrix)에서 모든 종간의 쌍에 대하여 2×2 분할표를

이용하여 X2검정(Chi-square test statistic)을 하였다. ++와

+는 양성결합을, --와 −는 음성결합을 나타낸 것이며 ++

와 --는 99%의 확률수준에서, +와 −는 95%의 확률수준에

서 두 수종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Agnew, 1961).

연구결과 및 고찰

1. 군락(식생)유형분류

문수산·옥석산 일대 105개소의 산림식생조사자료를

토대로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식생유형분류를

수행하였던 바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락군이 분류

되었고, 군락단위에서는 금강소나무군락, 산수국군락, 갯

버들군락, 잣나무군락, 일본잎갈나무군락이 분류되었다.

금강소나무군락은 군단위에서 꼬리진달래군, 굴참나무군,

금강소나무전형군의 3개 군이 세분되었고, 산수국군락은

곰취군, 물참대군의 2개 군으로 세분되었으며, 물참대군

은 다시 가래나무소군, 개벚지나무소군, 작살나무소군의

3개 소군으로 세분되어 총 10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연림은 금강소나무군락, 산수국군락, 갯

버들군락으로 분류되어 상당히 습한 계곡성 식생단위가

발달하였다. 갯버들군락은 상관우점종이 아까시나무, 달

뿌리풀, 느티나무 등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종군 11의 식

별 및 표징종에 의해 하나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으며, 주

로 하천에 나타났다. 기타 인공식재림으로 잣나무와 일본

잎갈나무군락이 각각 분류되어졌다.

1) 식생단위 1(금강소나무군락-꼬리진달래군; 조사구수 2)

식생단위 1은 신갈나무군락군의 금강소나무군락에서 종

군 3의 꼬리진달래, 가는잎족제비고사리, 산일엽초, 개박

달나무, 돌양지꽃, 병아리난초 등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세분되었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는 923 m(922

m~923 m), 평균경사도는 5°(0°~5°), 평균노암율은 40%

(20%~60%)이었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60%(60%~60%),

아교목층이 60%(40%~80%), 관목층이 55%(50%~60%),

초본층이 30%(30%~30%)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이 9 m(9 m~9 m), 아교목층이 6 m(5 m~6 m), 관

목층이 3 m(2 m~3 m)이었으며,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

Figure 2. Climate diagram of Bonghwa near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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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ifferentiated constancy table of forest vegetation in the Mt. Munsu and Mt. Ok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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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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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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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The other 271 companion specie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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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4 cm(34 cm~34 cm), 아교목층이 17 cm(15 cm~19 cm),

관목층이 6 cm(3 cm~8 cm)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출현종

수는 15종(12종~18종)이었다.

평균출현종수가 15종으로 전체 식생단위 중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구 모두 능선부에 분포하며, 평균노

암율이 40%로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

목층의 평균수고도 9 m로서 금강소나무군락 중에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꼬리진달래는 그 분포영역이 금강소나무

림의 분포영역과 유사하며, 경북지역 일대에 분포하므로

금강소나무림만의 특별한 식생단위로 분류하여 산림청 희

귀식물 168호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꼬리진달래의 생태

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윤충원

과 홍성천, 2000).

2) 식생단위 2(금강소나무군락-굴참나무군; 조사구수 11)

식생단위 2는 금강소나무군락의 굴참나무군은 종군 4

의 굴참나무가 상재도 등급으로 높게 나타나 하나의 식생

단위로 세분되었다. 굴참나무군의 길마가지나무, 짝자래

나무, 사상자 등의 식별종은 종군 4의 동일 종군으로 포함

시켰으나 상재도와 우점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본 단

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는 784 m(622 m~1,062

m), 평균경사도는 18°(0°~60°), 평균노암율은 2%(0%~10%)

이었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80%(70%~90%), 아교목

층이 28%(25%~85%), 관목층이 46%(25%~70%), 초본층

이 58%(20%~80%)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

이 17 m(8 m~23 m), 아교목층이 4 m(5 m~8 m), 관목

층이 2 m(1 m~6 m)이었고,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이 38

cm(20 cm~60 cm), 아교목층이 6 cm(5 cm~15 cm), 관목

층이 2 cm(0 cm~5 cm)로 각각 나타났으며, 평균출현종수

는 32종(13종~58종)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 사면중상부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굴참나무군락은 남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호준 등,

1995; 김현숙 등, 2004; 배관호, 2005)과 마찬가지로 굴참

나무가 교목층에 우점하고 있는 군락은 남사면으로 나타

났으나, 전체적으로는 남북을 축으로 볼 때 동향으로 분

포하고 있었다. 또한 금강소나무군락의 3개 식생단위 중

에서 평균해발고가 784 m로 가장 낮았다.

3) 식생단위 3(금강소나무군락-금강소나무전형군; 조사

구수 42)

식생단위 3은 금강소나무군락에서 종군 3과 종군 4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아 분류된 금강소나무전형군으로

조사구수가 42개소로 10개 식생단위 중에서 가장 많았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927 m(648

m~1,198 m), 평균경사도 18°(5°~35°), 평균노암율은 5%

(0%~50%)이었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 식피율이 83%

(70%~90%), 아교목층이 41%(10%~90%), 관목층이 53%

(20%~90%), 초본층이 62%(20%~95%)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이 13 m(8 m~25 m), 아교목층이 7

m(5 m~11 m), 관목층이 2 m(1 m~4 m)이었고, 평균흉고

직경은 교목층이 30 cm(13 cm~62 cm), 아교목층이 12

cm(6 cm~27 cm), 관목층이 3 cm(1 cm~6 cm)로 각각 나

타났으며, 평균출현종수는 30종(10종~48종)으로 나타났다.

본 식생단위에는 금강소나무 대경목이 비교적 많았으

며, 문화재림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다. 

금강소나무군락은 사면중상부의 지형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이었고, 평균출현종수가 30종으로 다른 군락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4) 식생단위 4(산수국군락-곰취군; 조사구수 16)

본 식생단위는 종군 5의 산수국군락에서 곰취, 개시호,

고려엉겅퀴, 터리풀 등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세분된 곰

취군이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1,116 m(840

m~1,232 m), 평균경사도는 18°(5°~30°), 평균노암율은

2%(0%~15%)이었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85%(75%~

90%), 아교목층이 44%(10%~80%), 관목층이 53%

(25%~90%), 초본층이 85%(70%~95%)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이 11 m(5 m~16 m), 아교목층이 6 m(2

m~8 m), 관목층이 2 m(1 m~3 m)이었으며, 평균흉고직경

은 교목층이 24 cm(14 cm~45 cm), 아교목층이 8 cm(4

cm~14 cm), 관목층이 2 cm(1 cm~2 cm)로 각각 나타났으

며, 평균출현종수 59종(23종~61종)으로 나타났다. 

산수국군락은 주로 계곡부에 분포하고 있었고, 금강소

나무군락에 비해 평균해발고가 낮았지만 본 식생단위의

곰취군은 오히려 금강소나무군락보다 평균해발고가 훨씬

높은 1,116 m로 나타났으며 전체 식생단위 중에서 가장

평균해발고가 높았다. 이는 앞으로 이 일대의 관리방안 및

계획을 세울 때 곰취군의 식생단위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식생단위 5(산수국군락-물참대군-가래나무소군; 조사

구수 6)

본 식생단위는 종군 5의 산수국군락에서 종군 6의 곰취

군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종군 7의 식별종 출현에 의

해 세분된 물참대군에서 다시 가래나무, 관중, 산벚나무,

꿩의다리아재비 등의 출현에 의해 세분된 가래나무소군

이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890

m(821 m~960 m), 평균경사도는 14°(5°~20°), 평균노암율

은 55% (15%~65%)이었으며,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85%(70%~90%), 아교목층이 59%(30%~85%), 관목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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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0%~75%), 초본층이 74%(50%~85%)이었고,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 m(10 m~16 m), 아교목층이 7 m(6

m~8 m), 관목층이 2 m(2 m~2.5 m), 평균흉고직경은 교목

층이 30 cm(24 cm~37 cm), 아교목층이 8 cm(5 cm~10

cm), 관목층이 2 cm(1.5 cm~2 cm)로 각각 나타났으며, 평

균출현종수 50종(37종~71종)으로 나타났다. 가래나무소군,

개벚지나무소군, 작살나무소군을 포함하는 물참대군은 전

체식생단위 중에서 평균출현종수가 50종 이상으로 매우 높

았다. 이는 계곡부의 적습한 환경속에서 많은 식물종의 생

육조건이 다른 식생단위에 비해 양호하였던 것으로 판단

되었다.

6) 식생단위 6(산수국군락-물참대군-개벚지나무소군; 조

사구수 4)

본 식생단위는 종군 5의 산수국군락에서 종군 6의 곰취

군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종군 7의 식별종 출현에 의

해 세분된 물참대군에서 다시 종군 9의 개벚지나무, 야광

나무, 독활, 이삭여뀌 등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세분된 단

위로 개벚지나무소군이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693 m(637

m~771 m), 평균경사도는 20°(7°~43°), 평균노암율은

30%(20%~40%)이었으며,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76%

(70%~80%), 아교목층이 33%(25%~45%), 관목층이 46%

(30%~80%), 초본층이 58%(40%~70%)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이 10 m(6 m~13 m), 아교목층이 5

m(4 m~6 m) 관목층이 2 m(1 m~2 m)이었고, 평균흉고직

경은 교목층이 19 cm(16 cm~26 cm), 아교목층이 8 cm(7

cm~8 cm), 관목층이 3 cm(2 cm~4 cm)로 각각 나타났으

며, 평균출현종수는 60종(32종~79종)으로 나타났다. 

물참대군의 3개 식생단위 중에서 평균해발고가 가장 낮

은 692.8 m이었다. 개벚지나무소군의 분포지는 모두 물이

흐르는 계곡부로 나타났고, 특히 평균출현종수가 60종으

로 매우 높았다. 개벚지나무소군과 작살나무소군의 평균

출현종수가 높으므로 종다양도 또한 비례하여 높을 것으

로 판단되며, 따라서 조사지의 계곡부 일대가 종다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7) 식생단위 7(산수국군락-물참대군-작살나무소군; 조사

구수 4)

본 식생단위는 종군 5의 산수국군락에서 종군 6의 곰취

군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종군 7의 식별종 출현에 의

해 세분된 물참대군에서 다시 종군 10의 작살나무, 괭이

사초, 뱀딸기 등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세분된 단위로 작

살나무소군이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703 m(643

m~791 m), 평균경사도는 7°(5°~10°), 평균노암율은 24%

(0%~55%)이었으며,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81%(75%~90%),

아교목층이 16%(10%~25%), 관목층이 59%(30%~90%),

초본층이 83%(75%~95%)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이 14 m(10 m~17 m), 아교목층이 7 m(6 m~8

m), 관목층이 2 m(2 m~2 m)이었고, 평균흉고직경은 교목

층이 31 cm(20 cm~52 cm), 아교목층이 10 cm(8 cm~12

cm), 관목층이 2 cm(2 cm~2 cm)로 각각 나타났으며, 평

균출현종수는 61종(46종~89종)으로 나타났다.

물참대군의 3개 식생단위뿐만 아니라 전체 식생단위 중

에서 초본층의 평균식피율이 가장 높은 82.5%를 차지하

고 있었다. 또한 금강소나무가 상관우점종으로 교목층에

출현하고 있었고, 다양한 육림작업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

으며 이를 통해 하층에 수광량이 많아 동시다발적으로 초

본층 식생이 발달하여 82.5%에 달하는 평균식피율을 나

타내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최대 출현종수가 89

종으로 나타났고, 계곡부와 사면하부의 완만한 경사지 지

형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8) 식생단위 8(갯버들군락; 조사구수 10)

본 식생단위는 종군 1, 종군 11, 종군 12, 종군 13의 식

별종 또는 표징종들이 출현하는 식생단위로 하천이나 계

곡 및 평지 마을 숲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본 군락의

표징종은 갯버들, 환삼덩굴, 달뿌리풀, 달맞이꽃, 애기똥

풀, 미국가막사리, 며느리배꼽, 새모래덩굴, 소리쟁이, 참

소리쟁이, 쑥, 며느리밑씻개, 이고들빼기, 키버들, 꼬리조

팝나무 등으로 나타났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468 m(405

m~574 m), 평균경사도는 8°(5°~15°), 평균노암율은

56%(40%~70%)이었으며, 평균식피율이 교목층이 80%

(75%~85%), 아교목층이 70%(70%~70%), 관목층이 55%

(15%~80%), 초본층이 68%(10%~90%)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이 7 m(5 m~13 m), 아교목층이 4 m(4

m~4 m), 관목층이 2 m(1 m~3 m)이었고,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이 23 cm(4 cm~70 cm), 아교목층이 4 cm(4 cm~4

cm), 관목층이 2 cm(1 cm~5 cm)로 각각 나타났으며, 평

균출현종수는 42종(26종~67종)으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수고가 7.3 m로 전체식생단위 중에서 가장 낮

았고, 평균흉고직경도 가장 낮았으며 특히 낙엽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전체 식생단위 중

에서 평균해발고가 가장 낮은 467.7 m로 나타났다.

인간간섭 및 생태계 교란이 집중되는 하천은 생물 종 다

양성 감소와 생태계 기능교란 및 구조 변형이 매우 심각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이경보 등, 2004), 2008년 7월

23~26일 태풍 ‘갈매기’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본 연구

결과의 종조성 및 지형구조가 모두 훼손되었다. 앞으로 장

기적인 복원 계획 수립 시 훼손이전 하천생태계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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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본 식생 연구 내용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9) 식생단위 9(잣나무군락; 조사구수 7)

본 식생단위는 인공식재림으로 잣나무, 알며느리밥풀,

톱바위취, 참나도히초미, 참억새가 표징종으로 나타났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864 m(626

m~1,039 m), 평균경사도는 22°(15°~25°), 평균노암율은

0%(0%~0%)이었으며,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86%

(80%~90%), 아교목층이 35%(10%~60%), 관목층이 26%

(5%~50%), 초본층이 47%(5%~90%)로 각각 나타났다. 평

균수고는 교목층이 12 m(7 m~18 m), 아교목층이 6 m(5

m~8 m), 관목층이 2 m(1 m~3 m)이었고,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이 23 cm(10 cm~38 cm), 아교목층이 7 cm(4 cm~

10 cm), 관목층이 2 cm(1 cm~4 cm)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현종수는 34종(10종~53종)으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평

균수고는 12 m로 나타났고, 분포지 지형은 사면중상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잣나무는 교목층을 제외한 다른 층위

에는 출현하지 않았다.

10) 식생단위 10(일본잎갈나무군락; 조사구수 3)

본 식생단위는 식생단위 9와 마찬가지로 인공식재림으

로 일본잎갈나무, 각시둥굴레, 청나래고사리, 개벚나무, 용

담, 은꿩의다리, 붉은참반디, 개머루, 그늘쑥 등이 표징종

으로 나타났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가 857 m(695

m~938 m), 평균경사도는 17°(10°~25°), 평균노암율은

0%(0%~0%)이었으며, 평균식피율은 교목층이 80%

(80%~80%), 아교목층이 40%(30%~50%), 관목층이 42%

(30%~60%), 초본층이 63%(40%~85%)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이 21 m(16 m~25 m), 아교목층이 9

m(7 m~10 m), 관목층이 3 m(2 m~4 m)이었고, 평균흉고

직경은 교목층이 30 cm(22 cm~45 cm), 아교목층이 15

cm(12 cm~20 cm), 관목층이 3 cm(2 cm~4 cm)로 각각 나

타났으며, 평균출현종수는 44종(23종~78종)으로 나타났다. 

잣나무군락에 비해 교목층의 평균수고는 21 m로 두 배

에 달하였으며, 평균출현종수도 잣나무군락에 비해 10종

이나 많은 44종으로 나타났다.

2. 주요 환경요인과 식생단위

각 식생단위와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해발고, 지형, 방위를 일치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Figure

3은 해발고와 식생단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식

생단위 8의 갯버들군락이 가장 낮은 해발고 500 m 이하

에 분포하고 있었다. 식생단위 4의 곰취군은 해발 800

m~1,300 m로 가장 높은 해발고와 비교적 넓은 분포경향

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식생단위 6의 개벚지나무소군

과 식생단위 7의 작살나무소군은 해발 600 m~700 m사이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altitude and veget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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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식생단위 5의 가래나무소군은 해

발 800 m~900 m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발고

는 식생단위의 구분에 많이 관계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

났다.

Figure 4는 지형과 식생단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

으로 사면중부를 경계로 하여 식생단위 2와 3은 금강소나

무군락에서 구분된 굴참나무군, 금강소나무전형군은 사면

중부 이상에서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식생단위 5, 6,

7의 산수국군락에서 구분된 물참대군의 가래나무소군, 개

벚지나무소군, 작살나무소군은 계곡부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가졌으나, 식생단위 4의 산수국군락에서 구분된

곰취군은 사면상부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지

형은 식생단위 구분에 있어서 해발고보다 더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ure 5는 전체 조사구에 대해서 각각 방위와 식생단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식생단위 1의 꼬리진달래

군과 식생단위 2의 굴참나무군은 동쪽 사면방향에 치우쳐

있으며, 식생단위 3의 금강소나무전형군은 대부분 북향

및 서향으로, 식생단위 5의 가래나무소군은 전형적인 동

향으로 나타났다. 방위는 해발고와 지형에 비해 명확한 경

향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종간 연관분석과 식생단위

종간 연관(interspecies association)의 분석은 수종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우연성을 초월하여 서식처를 공유하며

어울려 생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각 식생단위

와 비교분석하였다.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분류된 표

징종 및 식별종의 중요치가 높게 나온 종들 중 대표적인

23개의 종을 대상으로 종간연관에 대한 Chi-square matrix

와 성좌표를 각각 나타낸 결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

어졌는데, Figure 6과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단풍,

동자꽃, 곰취, 풀솜대, 물참대, 가래나무, 십자고사리 등 I

유형에 속하는 종들은 대부분 식물사회학적 분석에서의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종이었으며, III

유형의 갯버들, 버드나무, 신나무, 물봉선, 고마리, 달뿌리

풀, 환삼덩굴은 식생단위 8의 갯버들군락에 나타나는 표

징종과 일치하였다. 또한 II유형 동자꽃, 터리풀, 개시호,

Figure 4. Correlation between topography and vegetation unit.

Figure 5. Relationships between aspects and veget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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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솜대, 곰취는 식생단위 4의 산수국군락의 하위단위인

곰취군의 표징종 및 식별종과 일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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