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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과 산림청 희귀식물로 지정된 왕제비꽃의 5개 지역 천연집단의 식생구조 및 입지환경

을 조사한 결과 돌배나무-신나무-산뽕나무 우점군락(강원도 홍천군 내면), 신갈나무-물푸레나무-산뽕나무 우점군락(경

기도 연인산), 층층나무-당단풍-산뽕나무 우점군락(경기도 유명산), 고로쇠나무-찰피나무(신갈나무)-고추나무 우점군락

(경기도 대부산), 일본잎갈나무-고로쇠나무-물푸레나무 우점군락(충북 월악산)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생지의 평균 산도

는 pH 5.23, 전기전도도 0.30 ds/m, 유기물함량 12.6%, 전질소함량 0.68%, 유효인산 21.66 ppm 및 양이온치환용량

23.45 cmol(+)/kg로 나타났으며, 치환성양이온의 경우 Ca2+ > Mg2+ > K+순으로 감소하였다. 왕제비꽃은 둥굴레 및 이질

풀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포아풀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본층에서는 대부산 지역이, 초본층에

서는 월악산 지역의 종다양성지수가 각각 0.9656, 1.3295로 가장 높았으며, 최대종다양도는 목본층의 경우 홍천군 내

면 지역이 1.3010, 초본층의 경우 대부산 지역이 1.6435로 가장 높았다. 균재도의 경우 목본층은 일본잎갈나무 조림

지인 월악산 지역(0.5330)을 제외하면 0.6185~0.8947 범위에, 초본층은 0.6984~0.8356 범위에 있었으며, 우점도는 목

본층의 경우 월악산 지역(0.4670)을 제외하면 0.1053~0.3815, 초본층은 0.1644~0.3016의 범위에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obtain basic data about vegetation structure and site environment of rare

and endangered plant, viola websteri in five natural habitats. The dominant species of Hongcheon habitat were

Pyrus pyrifolia (tree layer), Morus bombycis (subtree layer), Pyrus pyrifolia (shrub layer) and Isodon inflexus

(herb layer). Mt. Yeonin habitat were dominated by Quercus mongolica (tree layer), Morus bombycis (subtree

layer), Philadelphus schrenckii (shrub layer) and Viola websteri (herb layer). Mt. Yumyung habitat were

dominated by Cornus controversa (tree layer), Morus bombycis (subtree layer), Fraxinus rhynchophylla (shrub

layer) and Adenocaulon himalaicum (herb layer). Mt. Daebu habitat were dominated by Acer mono (tree layer),

Staphylea bumalda (subtree layer), Staphylea bumalda(shrub layer) and Dryopteris crassirhizoma (herb layer).

And the dominant species of Mt. Worak habitat were Larix leptolepis (tree layer), Fraxinus rhynchophylla

(subtree layer), Alangium platanifolium var. macrophylum (shrub layer) and Adenocaulon himalaicum (herb

layer). It was found out that the average acidity of soil pH was 5.23; 0.30ds/m for electron conductivity; 12.6%

for organic matter content; 0.68% for total nitrogen; 21.66 ppm for available phosphorous; and 23.45 cmol(+)/

kg for CEC. Interchangeable cation was decreased in order of Ca2+> Mg2+> K+. Viola websteri had positive

association with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and Geranium thunbergii but negative association with Poa

sphondylodes. Species diversity index(H'), maximum Species diversity index (H' max), evenness(J') and dominance (1-

J'), of investigated sites ranged 0.6816 (Mt. Worak)~0.9656 (Mt. Daebu), 1.0000 (Mt. Yeonin)~1.3010 (Hongcheon,

Gangwon), 0.5330 (Mt. Worak)~0.8947 (Mt. Daebu) and 0.1053 (Mt. Daebu)~0.4670 (Mt. Worak) in woody layer

and 1.0414 (Mt. Yumyung)~1.3295 (Mt. Worak), 1.4314 (Mt. Yumyung)~1.6435 (Mt. Daebu), 0.6984 (Hongcheon,

Gangwon)~0.8356 (Mt. Worak) and 0.1644 (Mt. Worak)~0.3016 (Hongcheon, Gangwon) in herb lay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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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왕제비꽃(Viola websteri)은 제비꽃과의 다년생 초본으

로 잎은 호생하며 밑부분의 것은 비늘같이 퇴화하고 윗부

분의 것은 짧은 잎자루가 있으며 피침형 또는 난상타원형

이다. 양끝이 좁으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고 뒷

면에 잔털이 있으며 턱잎은 피침형이고 깃처럼 깊게 갈라

진다. 꽃은 4~5월에 피며 흰 바탕에 자주색 줄이 있고, 소

화경은 길이 3~6 cm이며, 꽃받침 잎은 피침형이고 길이

5~6 cm이며, 꽃잎은 길이 12~13 mm이다. 삭과는 난상타

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털이 없다(이창복, 2003). 우리

나라에 자생하는 제비꽃의 종류는 약 50종 정도로 그 중

왕제비꽃과 선제비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

생식물 II급이며, 금강제비꽃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식물이다. 왕제비꽃의 가장 큰 특징은 원줄기가 곧추서

며 그 길이가 40~60 cm로 다른 제비꽃과의 식물에 비해

매우 키가 큰 종이다. 또한 북방계 식물로 남한에서는 자

생지의 수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여 보호가 필요한 식물

이다. 일반적으로 기존도감에는 경기도 및 백두산 지역

의 습지에 자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도 뿐

아니라 강원도(삼척, 춘천) 충북(단양, 보은, 옥천)지역에

서도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

템, 2010). 본 연구에서 발견한 자생지 역시 경기도는 물

론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습지로 보

기에는 어려우나 대체로 토양의 습도가 높고 상층부의

수관이 울폐하여 서늘하며 해발 500 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지역이었다.

아직까지 왕제비꽃의 서식지 분포현황이나 자생지의 생

육환경, 생장특성, 생리·생태적 연구 및 번식 등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식

물들을 서식지 외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서식

지 외 보전기관’들의 지정식물에도 왕제비꽃은 빠져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과 산림청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왕제비꽃의 자생지별 식생분

포와 종다양성지수 및 토양분석 등을 통하여 인공증식, 자

생지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및 방법

1. 조사구 설치 및 입지환경조사

조사구는 왕제비꽃이 자생하는 5개 지역(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연인산, 유명산 및 대부산; 충북 월악산)을 대상으

로(Figure 1) 10×10 m 방형구를 조사지역별로 각각 2~3개,

총 13개를 설치하고 식생조사 및 토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은 조사를 하기 전 해발고, 방위, 경사, 지형 및 임

상 등의 입지환경을 먼저 조사하였다.

2. 식생조사 및 분석

2008년 5월~2009년 6월까지 각 지역별로 식생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각 방형구 내에 출현한 모든 식물 종들은 교

목층(Tree layer : 8 m 이상), 아교목층(Subtree layer : 2-

8 m), 관목층(Shrub layer : 0.8-2 m) 및 초본층(Herb layer :

0.8 m 이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각 종에 대한 상대

빈도, 상대밀도, 상대피도를 구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상

대우점치(Importance value : IV)와 평균상대우점치(Mean

importance value : MIV)를 산출하였으며(Curtis and

McIntosh, 1951), 또한 교목층과 아교목층은 수고, 흉고직

경 및 개체수를, 관목층은 개체수를 각각 조사하였다.

각 수종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목본층은 비교

적 빈도가 높은 18개 수종을 선정하여 2×2분할표에 의

한 Chi-square(χ2)검정으로 산출하였다. 수종에 따라서

는 유사한 생육지를 선호하거나 특정한 생육지를 회피

하는 바에 의하여 어떤 수종 간에는 서로 친화력이 작

용할 수도 있고 반발력이 생길수도 있다. 또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χ2검정은 수종의 출현과

비출현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Greig-Smith,

1983; Kim and Kuen, 1991). 초본층은 비교적 피도와

빈도가 높은 23개 종을 선정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와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Ludwig and

Reynolds, 1988). 각 층위별 구성 종들의 다양성과 균일

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목본류는 개체수를, 초본류는 피

도를 사용하여 Shannon-Wiener의 종다양도(H')를 적용

Figure 1. Investigated site of Viola websteri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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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최대종다양도(Maximum H')는 H' max = log

S(S는 종수), 균재도(J')는 J' = H'/H'max 및 우점도는 1-

J' 식을 이용하였다(Pielou, 1975). 왕제비꽃 자생지의

군집간 유사성검정은 Sϕrensen(1948)의 유사도지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3. 토양분석

왕제비꽃 자생지의 토양이화학성 분석을 위하여 각 방

형구 내에서 지표의 유기물층을 걷어내고, 깊이 0~15 cm

에서 토양 표본을 채취한 후 음건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조사항목은 토양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함량

(OM), 전질소(T-N), 유효인산(P
2
O

5
), 치환성양이온(K+,

Ca2+, Mg2+) 및 양이온치환능력(CEC) 등으로, pH와 EC는

2 mm 채로 친 음건토양을 증류수와 1:5(w/w)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진공펌프로 흡입하여 산도측정기와 전

도도측정기로 측정하였으며, 유기물함량은 Tyurin법, 전질

소는 micro-kjeldahl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치환성 칼

륨은 염광분석법 칼슘 및 마그네슘은 EDTA적정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자생지별 입지환경

본 연구에서 왕제비꽃은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연인산,

유명산, 대부산 및 충북 월악산 등지에서 자생하고 있었

으며, 주로 표고 500 m~850 m의 범위에 남동과 남서방향

을 중심으로 2~20o의 경사를 이룬 산록·산복부의 활엽

수림 또는 혼효림에 위치하고 있었다. 유명산 지역은 자

생지가 산록 하단부에 위치하여 해발고가 가장 낮았고, 연

인산과 월악산 지역은 혼효림 내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대

부산 지역은 계곡부에 위치하여 토양습도가 높고 상층수

관이 울폐하여 상대적으로 광도가 낮았다. 위도상 월악산

지역이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연인산 지역이 가

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Table 1).

2. 자생지별 식생구조 분석

Table 2는 왕제비꽃의 각 자생지에 출현한 목본류의 상

대우점도와 평균상대우점도를 나타내었으며, Table 3은 초

본류에 대한 상대우점도를 나타낸 것이다.

1) 강원도 홍천군 내면

홍천군 내면 지역은 산록 하단부 초입새의 하천과 가까

운 지역으로 아직까지 사람들의 왕래는 많지 않으나 경사

가 완만하고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며 도로와 가까워 접근

성이 좋기 때문에 장래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

러나 현재는 관계기관에서 자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하여 보호 중으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멸

종의 위협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은 외형

적으로 볼 때 돌배나무-신나무-산뽕나무 군락으로 교목층

은 돌배나무가 상대우점치 37.3%로 가장 우점하고 있었

으며, 그 뒤로 신나무(15.6%)와 황벽나무(11.4%)가 차지

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은 산뽕나무(22.8%)와 백당나무

(19.2%)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관목층은 돌배나무(17.8%),

고광나무(10.2%) 및 신나무(6.7%) 순이었다. 초본층은 산

박하가 17.2%로 우점하고 있었고, 포아풀과 큰개별꽃

(8.6%) 및 벌깨덩굴(4.4%) 순으로 출현하였다. 왕제비꽃

의 상대우점도는 2.9%로 나타났다.

2) 경기도 연인산

연인산 지역은 조사지역 중 해발고가 가장 높은 지역

으로(839~847 m) 가장 개체수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

만,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여러 곳에 등산로가 개

설되고 등산객들의 출입이 잦아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왕제비꽃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분포하

고 있는데, 이는 등산로의 개설로 인해 갈라진 것으로

생각되며, 장래 등산로의 확장이나 등산객의 증가시 더

욱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조사지역은 신갈나무-물푸레나무-산뽕나무

군락으로 교목층은 신갈나무(62.6%), 물푸레나무(22.8%)

및 잣나무(14.5%), 아교목층은 산뽕나무(53.1%), 물푸

레나무(19.6%) 및 고광나무와 당단풍(13.6%), 관목층

은 고광나무(19.2%), 산딸기(16.1%) 및 고추나무(14.3%)

순으로 우점하고 있었다. 초본층은 왕제비꽃이 상대우

점도 16.2%로 가장 우점하고 있었으며, 대사초가 8.1%,

둥굴레와 새콩이 각각 6.2%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ed sites.

Location Latitude Longitude Altitude (m) Slope (°) Direction Topography Forest typea)

Hongcheon 37° 48' 128° 14' 529~535 2~3 NW Mt. base B

Mt. Yeonin 37° 52' 127° 24' 839~847   5~10 SE Mt. base B, M

Mt. Yumyung 37° 34' 127° 29' 353~360 2~4 SW Mt. base B

Mt. Daebu 37° 33' 127° 29' 587~603 5~35 SE, SW Mt. valley B

Mt. Worak 36° 58' 128° 15 676~756 10~20 SE Mt. base B, M

a) 
− B : broadleaf forest, M : mixed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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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유명산

유명산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양평군 옥천면에 걸

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864 m이고, 동쪽으로는 용문산

(1,157m)과 이웃해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이 있으며, 많은 탐방객과 등산객들이 찾고 있어 산

림욕장, 야영장 및 등산로 등이 개설되어 있다. 본 연구 조

사지역은 산록하단부로 조사지역 중 해발고가 가장 낮고

(353~360 m), 등산로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사람들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조사지

역 중 왕제비꽃의 개체수가 가장 적어 멸종의 위협이 가

장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명산 지역은 외형적 상관으

로 볼 때 층층나무-당단풍-산뽕나무 군락으로 각 층위별

Table 2. Importance value(IV) and mean importance value(MIV) of woody species for each investigated site.

Species
Hongcheon Mt.Yeonin Mt. Yumyung Mt. Daebu Mt. Worak

TLa) STL SL MIV TL STL SL MIV TL STL SL MIV TL STL SL MIV TL STL SL MIV

Larix leptolepis 60.6 30.3

Pinus koraiensis 14.5 7.3

Salix caprea 6.2 3.1

Salix koreensis 2.7 0.5

Juglans mandshurica 2.7 0.5

Betula davurica 7.6 3.8

Betula schmidtii 8.4 4.2

Quercus mongolica 6.2 3.1 62.6 31.3 14.8 7.4 16.4 5.5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10.4 5.2 5.0 0.8

Morus bombycis 22.8 6.2 8.6 53.1 2.8 18.2 41.4 13.8 8.1 14.7 2.5 9.4

Lindera obtusiloba 4.4 14.4 3.9 4.2 0.7

Deutzia glabrata 11.2 7.6 5.0

Philadelphus schrenckii 10.2 1.7 13.6 19.2 7.7 18.9 3.8 6.9

Rubus crataegifolius 16.1 2.7 3.1 0.5 4.2 0.7

Rubus oldhamii 6.7 1.1

Prunus padus 14.5 4.8

Pyrus pyrifolia 37.3 17.8 21.6

Lespedeza cyrtobotrya 2.5 0.5

Lespedeza maximowiczii 5.0 0.8

Pueraria thunbergiana 2.5 0.5

Phellodendron amurense 11.4 5.7

Securinega suffruticosa 14.5 2.7 5.3

Celastrus orbiculatus 2.7 0.5

Euonymus alatus 2.7 0.5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2.7 0.5 3.8 0.6 5.8 1.0

Staphylea bumalda 14.3 2.4 26.0 8.7 58.722.9 23.4 6.7 1.1

Acer ginnala 15.614.5 6.7 13.8 3.9 0.6

Acer mono 3.6 0.6 26.7 13.4 16.2 4.2 8.8

Acer pseudosieboldianum 13.6 5.4 5.4 44.4 11.1 25.9 12.0 3.8 6.6 2.5 0.5

Tilia mandshurica 14.8 11.2 3.8 11.8

Actinidia arguta 13.2 2.2 4.2 0.7

Alangium platanifolium var.
macrophylum

8.4 1.4

Acanthopanax sessiliflorus 4.9 0.8

Cornus controversa 55.6 27.8

Symplocos chinensis var. 
leucocarpa for. pilosa

4.4 1.5 2.5 0.5

Styrax obassia 12.0 6.0 2.5 0.5

Fraxinus rhynchophylla 5.214.5 2.7 7.9 22.8 19.6 2.5 18.4 24.9 4.1 11.3 7.6 6.9 15.0 68.9 30.5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12.7 14.4 6.6 2.5 0.5

Viburnum sargentii 19.2 6.4

Weigela subsessilis 3.6 0.6 2.5 0.5

a) − TL : tree layer, STL : subtree layer, SL : shrub layer, and MIV : mean importa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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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importance values of herb species appearing in each investigated site in Viola websteri habitat.

Species
Hong
cheon

Mt.
Yeonin

Mt.
Yumyung

Mt.
Daebu

Mt.
Worak

Species
Hong
cheon

Mt.
Yeonin

Mt.
Yumyung

Mt.
Daebu

Mt.
Worak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1.1 Persicaria thunbergii 1.1

Polystichum tripteron 1.6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0.9

Dryopteris crassirhizoma 12.5 2.6 Pseudostellaria davidii 1.5

Lastrea japonica 2.3 Pseudostellaria palibiniana 8.6 3.4 4.4

Athyrium japonicum 1.2 Lychnis cognata 1.2 0.9 1.6

Dennstaedtia wilfordii 0.9 Clematis fusca var. violacea 1.2

Athyrium niponicum 2.5 6.9 8.5 1.1 Clematis mandshurica 2.6

Festuca ovina 0.9 0.9 Clematis trichotoma 1.6

Poa sphondylodes 8.6 5.6 3.2 Ranunculus japonicus 3.1

Cleistogenes hackelii 1.8 Thalictrum actaefolium 1.2

Oplismenus undulatifolius 6.2 10.9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1.2

Spodiopogon cotulifer 2.1 1.6 Aconitum jaluense 1.8

Bromus remotiflorus 0.9 Aconitum sibiricum 1.6

Spodiopogon sibiricus 1.7 2.5 Aconitum pseudoproliferum 0.9

Carex humilis 0.9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2.5

Carex lanceolata 3.0 Aconitum triphyllum 1.2 0.9

Carex siderosticta 8.1 5.6 Akebia quinata 1.6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2.5 1.8 2.1 Menispermum dauricum 2.6

Symplocarpus renifolius 1.9 1.6 Schisandra chinensis 1.2 0.9

lilium tsingtauense 1.7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0.9 3.1

Asparagus schoberioides 0.9 1.1 Hylomecon vernale 2.3

Polygonatum humile 1.2 Dicentra spectabilis 1.1

Polygonatum involucratum 1.8 Corydalis speciosa 0.9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6.2 Cardamine leucantha 1.2

Smilacina davurica 2.5 2.5 2.3 Sedum verticillatum 0.9

Smilacina japonica 2.1 Rodgersia podophylla 2.4

Disporum viridescens 1.7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1.5

Convallaria keiskei 1.2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0.9

Paris verticillata 1.5 Duchesnea chrysantha 1.3

Smilax china 0.9 1.6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0.9

Smilax nipponica 2.8 Agrimonia coreana 1.8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0.9 Agrimonia pilosa 1.2 1.6

Dioscorea quinqueloba 1.2 Desmodium oldhami 1.3

Dioscorea septemloba 1.6 Vicia amoena 0.9 1.6

Dioscorea tokoro 2.5 6.5 7.1 1.6 Vicia unijuga 2.5 1.8 3.2

Chloranthus japonica 1.2 2.2 2.1 Vicia venosa var. cuspidata 3.8

Pilea peploides 1.6 Vicia venosissima 2.3

Asarum sieboldii 3.2 2.8 4.2 1.6 Glycine soja 1.6

Persicaria filiforme 1.8 4.7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6.2 1.8

Persicaria hydropiper 1.2 Geranium thunbergii 4.7 3.7

Geranium koraiense 1.6 0.9 Meehania urticifolia 4.4 0.9 6.5 5.8 2.4

Oxalis obtriangulata 2.9 Stachys riederi var. japonica 0.9

Impatiens noli-tangere 1.8 0.9 Lamium album var. barbatum 4.7

Impatiens textori 4.4 1.6
Lycopus ramosissimus var.

japonicus
0.9

Vitis amurensis var. coignetiae 0.9 Isodon excisus 0.9 1.6

Parthenocissus tricuspidata 1.6 Isodon inflexus 17.2 0.9 8.3 2.1

Viola acuminata 1.7 0.9 Isodon japonicus 1.8

Viola collina 1.6 Phlomis koraiensis 0.9

Viola websteri 2.9 16.2 3.2 3.0 4.7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3.4

Viola rossii 2.2 4.0 3.6 Plantago asiatic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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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우점도를 살펴보면, 교목층에서는 층층나무가 55.6%

로 우점종이고, 다음으로 당단풍(44.4%)이 차지하고 있었

다. 아교목층에서는 산뽕나무, 고추나무 및 딱총나무가 각

각 41.4%, 26.0% 및 12.7%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목층

에서는 물푸레나무가 24.9%, 생강나무와 딱총나무가 각

각14.4%로 조사되었다. 초본층은 멸가치 13.7%, 산박하

8.3%, 개고사리 6.9% 및 벌깨덩굴 6.5%순으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왕제비꽃의 상대우점도는 3.2%로 나타났다.

4) 경기도 대부산

대부산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산으로 유명

산과 이웃한 산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유명산을 비롯하여

소구니산(800 m), 어비산(822 m) 및 용문산(1,157 m) 등의

산이 있으며 높이는 743.4 m이다(한국의 산하, 1999). 대

부산 지역은 조사지역 중 유일한 계곡지역으로 피도 90%

이상의 상층수관이 울폐하여 상대적으로 광도가 낮았으

며 토양습도가 높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인위

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화·결실률이 낮

아 자연번식이 어려워 보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군락은 고로쇠나무-찰피나무(신갈나무)-고추나무

군락으로 교목층은 고로쇠나무가 상대우점치 26.7%로 가

장 우점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 찰피나무와 신갈나무

(14.8%)가 차지하고 있었다. 아교목층은 고추나무(58.7%)

와 고광나무(18.9%)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관목층은 고추

나무(22.9%), 다래(13.2%) 및 물참대와 물푸레나무(7.6%)

순이었다. 초본층은 관중이 12.5%로 우점하고 있었고, 개

고사리(8.5%), 도꼬로마(7.1%) 및 벌깨덩굴(5.8%) 순으로

출현하였다. 왕제비꽃의 상대우점도는 3.0%로 나타났다.

Table 3. Continued.

Species
Hong
cheon

Mt.
Yeonin

Mt.
Yumyung

Mt.
Daebu

Mt.
Worak

Species
Hong
cheon

Mt.
Yeonin

Mt.
Yumyung

Mt.
Daebu

Mt.
Worak

Sanicula rubriflora 0.9 Rubia akane 3.3 1.8 2.6

Torilis japonica 1.2 Galium dahuricum 2.8

Cryptotaenia japonica 0.9 Adenophora remotiflora 1.6

Pimpinella brachycarpa 1.7 1.1 Codonopsis lanceolata 1.2

Pimpinella komarovii 1.2 Carpesium macrocephalum 1.2

Angelica anomala 1.2 0.9 Aster scaber 1.8

Angelica decursiva 1.6 Aster yomena 1.5

Angelica gigas 3.2 Petasites japonicus 0.9

Peucedanum terebinthaceum 0.9 Artemisia feddei 0.9

Lysimachia clethroides 1.3 Artemisia stolonifera 1.3 0.9

Gentiana scabra var. buergeri 1.2 Artemisia sylvatica 0.9

Cynanchum ascyrifolium 0.9 Adenocaulon himalaicum 13.7 12.4

Brachybotrys paridiformis 2.9 Siegesbeckia glabrescens 1.8

Trigonotis nakaii 1.7 0.9 Saussurea pulchella 1.2

Figure 2. Complete chi-square matrix for association of woody species in Viola websteri habitats.
a)
− p(n) : Positive (negative) association, ** : Positive association at 1% level, ( * *) : Positive (negative) association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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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북 월악산

월악산의 자생지 역시 등산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모여 있지 않고 3개 군락정도로 나누어져 있었

다. 개체수는 약 100여 개체 내외로 많지 않으며, 더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조사지역 중 사람들의 왕래가 가

장 많고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요구

된다. 현재 월악산국립공원 측에서 왕제비꽃 자생지의 보

호 및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지역은 일본잎갈나무-고

로쇠나무-물푸레나무 군락으로 조사되었으며, 교목층의

일본잎갈나무는 조림되어진 것으로 하층에 왕제비꽃이 분

포하고 있었다. 교목층에는 일본잎갈나무(60.6%), 고로쇠

나무(16.2%) 및 물푸레나무(15.0%) 순으로, 아교목층에는

물푸레나무(68.9%), 신갈나무(16.4%) 및 산뽕나무(14.7%)

순으로, 관목층은 박쥐나무(8.4%) 및 줄딸기, 고추나무

(6.7%) 순으로 우점하고 있었다. 초본층은 멸가치가 상대

우점도 12.4%로 가장 우점하고 있었으며, 주름조개풀이

10.9%, 왕제비꽃, 이삭여뀌 및 광대수염이 각각 4.7% 차

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상관관계 분석

왕제비꽃 자생지에 출현한 목본류들 사이의 상관관계

를 χ2검정으로 알아본 결과(Figure 2), 오갈피나무는 회잎

나무 및 물참대와, 느릅나무는 돌배나무와, 회잎나무는 고

로쇠나무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느릅나

무는 돌배나무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신갈

나무와 고로쇠나무, 고추나무와 돌배나무, 산뽕나무와 물

참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왕제비꽃 자생지의 초본층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23개

종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와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Table 4). 종간 상관관계에 있어서 관중은 물봉선과,

둥굴레는 새콩과, 산박하는 포아풀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

가 인정되었으며, 민솜대와 이질풀은 높은 부의 상관관계

가 인정되었다. 왕제비꽃은 둥굴레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Table 4. Pearson's product-monment correlations and Spearmans rank correlations between all pair-wise combination of major

herb species in habitat of Viola websteri.

A.Na) V.R D.C R.A V.U C.S D.T P.O A.H I.T S.D M.U I.I A.E V.W P.F G.T A.S O.U A.A P.P P.S C.J

Pearson Product - Moment Correlations

A.N .933 .643 .523 -.448 .119 .858 -.196 .085 .574 .457 .664 -.289 .010 -.243 -.139 -.466 -.296 -.138 -.566 -.309 -.005 .153

V.R .849 .372 .400 -.739 .454 .709 .070 .067 .278 .389 .664 -.238 .216 .010 -.399 -.344 -.014 -.230 -.609 -.323 -.006 .197

D.C .530 .086 .184 .259 -.495 .584 -.312 -.300 .987 .232 .362 -.383 -.029 -.328 .339 -.312 -.899 -.216 -.534 .070 -.156 .413

R.A .364 .559 .086 .001 -.113 .595 -.573 .865 .246 .143 .522 -.294 -.562 -.522 .441 -.237 -.016 .752 .141 -.807 -.115 -.724

V.U -.606 -.765 .300 -.029 -.915 -.132 -.576 .013 .362 -.072 -.065 .096 -.560 -.517 .713 -.056 -.487 .319 .494 .232 .054 -.234

C.S .177 .300 -.563 -.129 -.772 -.252 .777 .047 -.556 -.292 -.309 -.219 .683 .755 -.562 .420 .557 -.158 -.421 -.316 -.285 .166

D.T .600 .606 .530 .364 -.121 -.530 -.635 .185 .525 .781 .944 .122 -.464 -.689 -.106 -.821 -.194 -.045 -.104 -.119 .412 -.116

P.O .000 -.086 -.375 -.514 -.514 .875 -.707 -.407 -.350 -.611 -.742 -.373 .957 .992 -.354 .725 .152 -.385 -.587 .019 -.525 .571

A.H .177 .514 -.250 .943 -.129 .063 .177 -.375 -.209 -.101 .215 -.170 -.542 -.331 .414 .030 .341 .919 .430 -.836 -.133 -.930

I.T .530 .086 .998 .086 .300 -.563 .530 -.375 -.250 .133 .299 -.452 -.081 -.346 .485 -.233 -.936 -.081 -.478 -.012 -.239 .319

S.D -.104 .329 -.405 .202 -.177 -.221 .521 -.516 .332 -.405 .913 .701 -.525 -.705 -.488 -.987 .147 -.357 .252 .402 .881 -.035

M.U .500 .728 .177 .606 -.243 -.354 .900 -.707 .530 .177 .730 .425 .425 -.804 -.223 -.942 .036 -.042 .190 .025 .670 -.254

I.I -.100 .243 -.354 -.121 -.243 -.177 .500 -.354 .000 -.354 .938 .600 -.468 -.445 -.562 -.651 .541 -.321 .678 .648 .954 -.139

A.E .354 .086 .063 -.557 -.557 .688 -.354 .875 -.563 .063 -.590 -.530 -.354 .936 -.324 -.088 -.088 -.512 -.782 .072 -.554 .745

V.W .100 .000 -.177 .121 -.243 .707 -.700 .707 .177 -.177 -.730 -.600 -.800 .530 -.244 .806 .129 -.276 -.561 -.063 -.609 .502

P.F .000 -.343 .688 .300 .729 -.563 .000 -.375 .063 .688 -.590 -.177 -.707 -.250 .177 .338 -.589 .710 .111 -.456 -.553 -.381

G.T -.177 -.343 -.250 -.343 -.129 .688 -.884 .875 -.250 -.250 -.774 -.884 -.707 .688 .884 .063 -.049 .251 -.293 -.348 -.847 .110

A.S -.300 .243 -.884 .243 -.364 .354 -.100 .000 .530 -.884 .730 .300 .600 -.354 -.100 -.707 -.177 .097 .494 -.072 .416 -.428

O.U -.177 -.129 .063 .729 .514 -.250 -.177 -.375 .688 .063 -.221 .000 -.530 -.563 .354 .688 .063 .000 .439 -.790 -.336 -.879

A.A -.849 -.618 -.343 -.029 .706 -.557 -.121 -.514 .086 -.343 .455 .000 .364 -.772 -.485 .086 -.343 .364 .300 .115 .573 -.730

P.P -.243 -.324 .086 -.765 .118 -.343 .243 -.086 -.772 .086 .329 .000 .606 .086 -.728 -.343 -.343 -.121 .772 .265 .584 .585

P.S -.243 .118 -.343 -.029 -.029 -.343 .485 -.514 .086 -.343 .961 .606 .970 -.557 -.849 -.557 -.772 .606 -.343 .559 .559 -.131

C.J .243 -.029 .086 -.765 -.471 .514 -.243 .772 -.772 .086 -.430 -.485 -.121 .943 .243 -.343 .514 -.364 -.772 -.618 .412 -.324

Spearman Rank Correlation

a) − A.N : Athyrium niponicum, V.R : Viola rossii, D.C : Dryopteris crassirhizoma, R.A : Rubia akane, V.U : Vicia unijuga, C.S : Carex sid-
erosticta, D.T : Dioscorea tokoro, P.O :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A.H : Adenocaulon himalaicum, I.T : Impatiens textori,
S.D : Smilacina davurica, M.U : Meehania urticifolia, I.I : Isodon inflexus, A.E :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V.W : Viola
websteri, P.F : Persicaria filiforme, G.T : Geranium thunbergii, A.S : Asarum sieboldii, O.U : Oplismenus undulatifolius, A.A :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P.P : Pseudostellaria palibiniana, P.S : Poa sphondylodes, C.J : Chloranthus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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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man의 순위상관에서 물봉선은 관중과, 포아풀은

민솜대 및 산박하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왕

제비꽃은 이질풀과는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포아

풀과는 비교적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정의상관을 보이는 것은 생육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

는 수종군을 의미하며, 부의상관은 서로 다른 서식처를 가

진 수종군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제비꽃은 둥굴레, 이질풀

과는 유사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며, 반면 포아풀과는 이

질적인 생태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종다양도 분석

자생지별, 층위별 출현종수와 Shannon의 종다양성지수,

최대종다양도, 균재도 및 우점도를 조사한 결과(Table 5),

종다양성지수의 경우 목본층은 대부산지역이 0.9656으로

가장 높았으며, 월악산 지역이 0.6816로 가장 낮았다. 초

본층의 경우 월악산 지역이 1.3295로 가장 높게, 유명산

지역이 1.04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월악산 지역이

일본잎갈나무 조림지역으로 목본층의 종다양성지수는 낮

은 반면, 조림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III영급), 간

벌로 인해 하층식생의 침입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본층의 종다양성지수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출현종수에 의해 산출되는 최대종다양도(H'
max

)의 경우

목본층은 홍천군 내면 지역이 1.3010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인산 지역이 1.0000으로 가장 낮았다. 초본층은 대부산

지역이 1.6435로 가장 높았으며, 유명산 지역이 1.4314로

가장 낮았다.

각 종의 개체수 분포정도를 의미하는 균재도은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종별 개체수가 균일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조사지역의 경우 목본층은 일본잎갈나무 조림지인 월악

산 지역(0.5330)을 제외하면 0.6185~0.8947의 범위에, 초

본층은 0.6984~0.8356의 범위에 있어 일부지역은 아직 종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지역 별 우점도는 목본층

의 경우 일본잎갈나무 조림지인 월악산 지역(0.4670)을 제

외하면 0.1053~0.3815의 범위에, 초본층은 0.1644~0.3016

의 범위에 있어 어떤 특정한 종에 의해 우점되지 않고 다

양한 종에 의해 군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Whittaker, 1975).

5. 유사도 분석

5개 지역간 유사도지수를 분석한 결과(Table 6) 유명산

지역과 월악산 지역이 37.50%로 가장 높은 유사성을 나

타냈으며, 홍천군 내면 지역과 월악산 지역이 22.03%로

가장 낮은 유사도지수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

로 40% 이하의 유사도를 나타내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

는 조사지역간 서로 유사한 종의 구성보다는 다소 이질적

인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제비꽃의 생

육분포에 미치는 요인에는 종간 상관관계 외에 온도, 광

도, 상대습도, 해발고, 방위, 토양 등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환경인자

들과의 상관관계는 앞으로 왕제비꽃의 번식 및 생리·생

태적 연구와 더불어 계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향후 자생지

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6. 토양분석

토양은 식물이 생육하는데 주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Table 5. Species diversity indices of woody and herb plants in the investigated sites.

Site No. of species
Species

diversity(H')
Maximum H'

(H'max)
Evenness

(J')
Dominance

(1-J')

Hongcheon
Wa) 20 0.8047 1.3010 0.6185 0.3815

H 40 1.1189 1.6021 0.6984 0.3016

Mt. Yeonin
W 10 0.7369 1.0000 0.7369 0.2631

H 43 1.2009 1.6335 0.7352 0.2648

Mt. Yomyung
W 11 0.8378 1.0370 0.8045 0.1955

H 27 1.0414 1.4314 0.7245 0.2755

Mt. Daebu
W 12 0.9656 1.0792 0.8947 0.1053

H 44 1.2301 1.6435 0.7485 0.2515

Mt. Worak
W 19 0.6816 1.2788 0.5330 0.4670

H 39 1.3295 1.5911 0.8356 0.1644

a) − W : Woody species, H : Herb species.

Table 6. Similarity indices(%) between investigated populations.

Site Hongcheon
Mt.

Yeonin
Mt. 

Yomyung
Mt. 

Daebu
Mt. 

Worak

Hongcheon -

Mt. Yeonin 30.09 -

Mt. Yomyung 26.53 28.57 -

Mt. Daebu 25.86 27.52 25.53 -

Mt. Worak 22.03 23.42 37.50 3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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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서식지 외 보존, 자생지복원 및 대

량 증식을 위해서는 자생지에 대한 토양분석은 기본적으

로 수행되어야한다(Table 7). 토양 pH는 평균 5.23으로, 중

성토양을 pH 7.0으로 본다면 비교적 높은 산성토양이라

할 수 있는데, 이수욱(1981)와 정진현 등(2002)은 우리나

라 산림토양의 평균 pH가 약 5.5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연

인산 지역(4.72)이 가장 산성화되어 있었으며, 홍천군 내

면 지역(5.71)이 조사지역 중 가장 산성화가 덜 진행되었

다. 또한, 토양 내 존재하는 이온농도의 지표이며, 식물에

대한 염류장애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기전도도(EC)

는 평균 0.30 ds/m로 나타났다.

토양유기물 함량(OM)은 평균 126.21 g/kg(12.6%)으로

우리나라 산림토양 A층의 평균유기물 함량 4.5%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홍천군 내면 지역이

22.8%로 가장 높은 값을, 월악산 지역이 8.1%로 가장 낮

은 값을 나타내었다. 토양유기물 함량과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질소(T-N) 역시 평균 0.68%로

나타나 우리나라 산림토양 평균 0.19%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유기물함량 값과 마찬가지로 홍천군 내

면 지역이 1.13%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월악산

지역이 0.46%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유기물함량

과 더불어 토양의 비옥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유

효인산(P
2
O

5
) 함량은 21.66 ppm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

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 유효인산 함량 25.6 ppm보다 다

소 낮은 값으로(정진현 등, 2002), 전질소 함량과는 반대

로 월악산 지역이 31.33 ppm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었으며, 홍천군 내면 지역이 18.50 ppm으로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토양 pH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치환성 양

이온함량은 Ca2+ 평균 8.39 cmol(+)/kg, Mg2+ 1.27 cmol(+)/

kg 및 K+ 0.37 cmol(+)/kg순으로 나타났다. 정진현 등

(2002)은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915개 산림토양

에 대하여 이화학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pH가 높고 석회

암을 모재로 생성된 토양이 많은 강원도 지역이 Ca2+ 함

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H가 낮은 충남이나 경남지

역의 Ca2+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치환성양

이온의 경우 A층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산림토양

에서 Ca2+> Mg2+> K+> Na+ 순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

한 A층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평균 CEC는 12.5

cmol(+)/kg라고 하였는데, 조사지역 평균 CEC는 23.45

cmol(+)/kg로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 좋은 토양으로 간

주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왕제비꽃 자생지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기물이 풍부하고 양이온 치환용량이 높으

며, 질소의 함량이 높은 산성토양으로, 질소함량에 비해

인산의 함량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추후 자생지복

원이나 서식지 외 보전 시에 적지를 선정하는데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대량증식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필

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II급이자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왕제비꽃의 인공증식, 서식지 외 보존, 자생지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왕제비꽃이

자생하는 5개 지역의 식생구조와 입지환경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해발고 500 m 이상의 남동, 남서방향을 중심으로

2~20o의 경사를 이룬 산록·산복부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

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및 충

북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토양 내 유기물의 함량이

풍부하며 상대적으로 전질소의 함량은 높고, 인산의 함량

Table 7.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for each site in Viola websteri habitats.

Site pH H
2
O (1:5) EC (ds/m) T-N (%) P

2
O

5 
(ppm)

Hongcheon 5.71±0.04 0.42±0.007 1.13±0.57 18.50±9.19

Mt. Yeonin 4.72±0.16 0.24±0.036 0.53±0.14 19.11±6.47

Mt. Yomyung 5.18±0.22 0.28±0.051 0.68±0.22 19.02±6.66

Mt. Daebu 5.03±0.20 0.27±0.060 0.57±0.15 20.33±2.52

Mt. Worak 5.53±0.41 0.30±0.087 0.46±0.20 31.33±14.57

Mean 5.23±0.39 0.30±0.069 0.68±0.27 21.66±5.45

Ca2+ Mg2+ K+ CEC
OM (g/kg)

(cmol(+)/kg)

20.36±6.26 2.46±0.60 0.57±0.40 37.74±9.46 227.55±89.59

2.86±1.53 0.45±0.26 0.14±0.07 23.45±4.25 83.33±23.65

7.95±1.56 1.93±0.42 0.39±0.07 21.78±3.21 132.90±28.78

3.53±0.50 0.61±0.19 0.38±0.06 16.20±1.94 106.37±31.21

7.24±1.75 0.92±0.15 0.37±0.13 18.09±2.35 80.90±23.10

8.39±7.05 1.27±0.88 0.37±0.15 23.45±8.49 126.2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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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소 낮은 산성토양에서 생육하고 있었다. 수종 간 상

관관계에 있어서는 둥굴레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Spearman의 순위상관에서는 이질풀과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포아풀과는 비교적 높은 부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번에 조사된 왕제비꽃의 자생지에 대해 종합해 보면,

일본잎갈나무 조림지역인 월악산 지역을 제외하면 자생

수종 간 경쟁이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접

어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떤 특정한 1~2종에 의해

우점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종에 의해 군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간 서로 유사한 수종의 구성보

다는 다소 이질적인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연인산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체수가 적고 자

연번식률이 낮았으며, 연인산, 유명산 및 월악산 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등산로 주변에 자생지가 위치하여

등산로의 확장, 토양답압 및 불법채취 등 피해가 우려되

므로 보호구역지정, 울타리 설치 등의 물리적 보호 조치

뿐만 아니라 증식된 개체의 자생지복원, 서식지 외 보전

등의 생태적 보호조치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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