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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림식생에 대한 대표 군락유형 분류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약 17년 동안

22개 산림지역에서 1,456개소의 식생자료를 수집하여 식물사회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4쌍의 대립종군이 나타났

고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강(class)이 분류되었다. 식생분류를 수행하기 위하여 4쌍의 대립종군 중에서 굴참나

무군락형과 청시닥군락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총 10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식생단위는 지질, 기후,

지형 등의 환경인자에 의해 매우 높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식생은 10개 군락단위와 7

개 생태형으로 정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phytosociological forest community analysis, the sampled dada were collected and

studied by 1,456 plots from 1993 to 2009 for 17 years in the 22 mountain area of South Korea. Four opposed species

groups were classified and 10 vegetation units were divided as a result of forest vegetation classification. The

10 units were closely correlated with majo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geological features, climatic

conditions, topographical configurations, and etc. Therefore the forest vegetation of South Korea could be

conclusively abstracted by 10 vegetation units and 7 ec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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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진화와 역사는 근본적으로 식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고, 식피(vegetation cover)의 구조(structure)와 기

능(function)에 의해 경관(landscape)의 많은 특징이 결정

되며 인간과 동물에 삶의 양식이 결정되어 진다. 산림과

환경의 상호관계, 산림의 분포와 구조를 다루는 식생연구

는 비록 숲의 간단한 구조(structure)와 단순묘사(mere

description)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구표면의 복잡한 생태계

분류와 기능(function), 생태복원, 기후변화, 탄소순환 등

많은 응용학문분야가 바로 이러한 단순한 식생구조와 식

생묘사의 체제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Whittaker, 1962;

Egler, 1942). 종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군락으로 구분

되는 종집단의 특징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군락과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식생(vegetation)의 경영과 보

전목적에 유용하다(Egerton, 1976). 

우리나라의 식생에 대한 연구는 여러 식생연구자에 의

하여 수 백 편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 비교적

넓은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라산 일대(임양재

와 이진화, 1991), 우리나라(김종원, 1993), 낙동강 상류

(송종석과 송승달, 1996; 송종석, 1996), 울릉도·독도(김종

원 등, 1996; 이중효 등, 2006) 서해안지역(송호경 등,

1997), 경북지역(이병천 등, 1998), 동강유역(조현제, 1999;

이웅빈 등, 2002), 우리나라 아고산 지역(조현제 등, 2004),

백두대간 남한지역(조현제, 2004), 금강유역(김기대와 박

미화, 2009) 등에 대한 식생연구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방법으로 축적된 식생자료를 바탕으로 울릉도와

제주도 등의 특수지역을 제외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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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기반하에 식생분석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식생유

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종조성 기반의 산림식생 연구자료는 한국의 식생구조

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 인자, 토양인자, 인간과 야생동

물과 같은 생물적 환경인자, 역사적 인자 등의 복잡한 종

합 환경인자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이러한 식생구조의 기

초 이해와 고려는 거꾸로 종합적인 산림환경인자의 귀납

적 해석에 유용할 것이다(Braun-Blanquet, 1932; Westhoff

& van der Maarel, 1978).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식생의 군락유형을 분류

하고, 식생단위, 종조성, 분포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

하여 유용한 산림경영 및 학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식물사회학적방법(Ellenberg, 1956; Braun-Blanquet, 1964)

과 식생조사법을 적용하여 조사된 전체 조사구수는 1,456

개소이며, 22개 조사지역은 울릉도와 제주도의 독특한 식

생지역(vegetation zone)을 제외한 한국의 중부지역, 남동

부지역, 남서부지역 등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

치하였다(Figure 1). 이는 가지산 122개소, 안면도 100개

소, 지리산 98개소, 가야산(예산) 94개소, 화악산 93개소,

죽엽산(소리봉) 91개소, 설악산 81개소, 면산 74개소, 두

륜산 74개소, 내연산 70개소, 운장산 63개소, 계방산 62개

소, 덕유산 62개소, 가야산(합천) 52개소, 동강유역 49개

소, 청량산 44개소, 달음산 42개소, 내장산 42개소, 태안

41개소, 완도 35개소, 달마산 33개소, 마니산 32개소로

총 1,456개소로 전체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다

(Table 1). 현장에서 조사된 임분 플랏(stand plot)은 신갈

나무군락 303개소(20.8%), 소나무군락 149개소(10.2%),

굴참나무군락 112개소(7.7%), 졸참나무군락 101개소

(6.9%), 해송군락 74개소(5.1%) 등 총 120개 임분으로

구성된다.

2. 야외조사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약 17년 동안 22개 산림지역에

서 27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획득

된 식생 샘플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1,456개소의 임분

수집방법의 기준은 브라운-블랑케 방법으로 선정하여

(Braun-Blanquet, 1964), 식생조사의 표본구가 될 플랏

(plot) 설치 장소의 선정은 종의 수가 누락되지 않고, 인접

군락에 침범하게 되어 이질적인 군락의 요소로 혼잡하지

않도록 임분의 균질성을 고려하여 조건들을 반영하여 조

사구를 설치하였고, 조사구의 크기는 종면적곡선의 최소

면적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10 m×10 m로 하였고, 일부

야외 식생환경의 조건에 따라 5 m×5 m, 5 m×10 m, 10 m×

20 m, 20 m×20 m 등 다양하게 조사구 크기를 정하였다.Figure 1. A map of study area.

Table 1. The number of sampling plot in the investigated area.

Area Relevés

Mt. Gajisan 122

Island of Anmyeondo 100

Mt. Jirisan 98

Mt. Gayasan(Yesan) 94

Mt. Hwaaksan 93

Mt. Jugyeopsan 91

Mt. Seoraksan 81

Mt. Myeonsan 74

Mt. Duryunsan 74

Mt. Naeyeonsan 70

Mt. Unjangsan 63

Mt. Gyebangsan 62

Mt. Deogyusan 62

Mt. Gayasan (Hapcheon) 52

The basin of Donggang 49

Mt. Cheongnyangsan 44

Mt. Daleumsan 42

Mt. Naejangsan 42

Taean-gun 41

Island of Wando 35

Mt. Dalmasan 33

Mt. Manisan 32

Total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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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치된 표본구에 대한 층위별 종명과 우점도, 군도,

해발고, 방위 및 경사, 지형, 노암율 등 입지환경, 계층구

조 및 종조성 측정인자를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야외식생조사에서 22개 산림지역으로부터 획득된 1,456

개소 임분의 샘플자료를 토대로 소표(raw table), 부분표

(partial table), 식별표(differentiated table), 상재도표(constancy

table)의 과정을 거치는 표조작법(tabulation method)을 통

해 식생분석을 실시하였다. 22개 산림지역에서 단위산지

별 식생단위를 추출한 후, 다시 전체를 묶어 총합상재도

표를 작성하였다(Braun-Blanquet, 1964; Ellenberg, 1956).

이 총합상재도표를 토대로 한국 식생을 대표하는 신갈나

무군락군, 4쌍의 대립종군, 10개의 식생단위 및 체계에 대

한 종조성, 입지환경인자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대립종군에 의한 군락형분류

전체 1,456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산림식

생은 총 10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어 신갈나무군락형이

식생단위 1~10에 모두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식생

이 전체적으로 신갈나무 군락형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대립종군이란 전체자료에서 대립되는 두 개의 종군으

로 식물사회학적 식생분류에서 식생단위를 추출하기 위

한 표조작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높은 상관으로 묶이는

하나의 종군을 추출하게 되며, 그 다음에 1차 추출된 종군

과 함께 출현하는 일이 적어 종 사이에 역의 상관을 나타

내는 종군을 발견하여 식생자료를 추출한다(鈴木兵二 등,

1987; 김종원과 이율경, 2006).

한국의 산림식생은 대립종군이 총 네 쌍으로 굴참나무

군락형과 청시닥나무군락형, 회양목군락형과 팥배나무군

락형, 사스래나무군락형과 서어나무군락형, 소나무군락형

과 분비나무군락형이 나타났다. 어떠한 대립종군을 상위

단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산림식생체계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대립종군을 결정하여 하위단위를 체

계화 하기에는 다른 세 종류의 대립종군의 중요성과 영향

력을 간과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다양한 대립종군형 자체가 하나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굴곡이 발달한 산악요소(orographic factor)에 의해

식생구조와 산림생태계가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다는 것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1) 굴참나무군락형과 청시닥나무군락형

종군 2의 굴참나무군락형은 식생단위 1~6에 속하고, 종

군 10의 청시닥나무군락형은 식생단위 7, 8, 9, 10에 속하

여 두 대립종군으로 구분되며, 굴참나무군락형은 임의 식

생체계에서 회양목아군락군(측백나무군락과 향나무군락

으로 세분됨)과 느티나무아군락군(나도밤나무-붉가시나무

군락과 나도밤나무-해당화군락 그리고 느티나무전형군으

로 분류됨)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시닥나무군락형은 황벽

나무군락과 사스래나무아군락군(분비나무-주목군락, 분비

나무-땃두릅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으로 분류됨)을 포함

하고 있다.

대립종군의 생활형을 비교하여 볼 때, 굴참나무군락형

은 낙엽활엽교목, 상록침엽교목, 낙엽활엽관목, 낙엽만목,

다년생초본, 다년생덩굴초본으로 6가지 유형의 생활형으

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청시닥나무군락형은 낙엽활엽소

교목, 낙엽활엽관목, 다년생초본으로 3가지 유형의 비교

적 단순한 생활형이 나타났다. 또한 굴참나무군락형에는

낙엽활엽교목이 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청

시닥나무군락형은 모시대, 투구꽃, 곰취, 동자꽃 등 고산

성식물인 다년생초본이 50%로 출현비율이 높았다. 

굴참나무군락형의 분포지역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

고, 청시닥나무군락형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고산지대

에 주로 분포하였다. 또한 굴참나무군락형은 평균해발고

가 450 m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형이 대부분 사면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청시닥나무군락형은 평

균해발고가 1,252 m로 비교적 높고, 지형은 주로 사면상

부와 능선부, 계곡부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방위는 굴참나무군락형은 남사면에, 청시닥나무군락형

은 북서사면과 북사면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었다.

2) 회양목군락형과 팥배나무군락형

종군 3의 회양목군락형은 식생단위 1, 2에 속하고, 종군

17의 팥배나무군락형은 식생단위 3~10에 속하므로 두 대

립종군은 구분되었으며, 회양목군락형은 회양목아군락군

으로 측백나무군락과 향나무군락으로 분류되며, 팥배나무

군락형은 느티나무아군락군(나도밤나무-붉가시나무군락

과 나도밤나무-해당화군락 그리고 느티나무전형군으로 분

류됨)과 청시닥나무군락군(황벽나무군락과 사스래나무아

군락군으로 분류되며, 사스래나무아군락군은 다시 분비나

무-주목군락, 분비나무-땃두릅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으

로 세분됨)을 포함하고 있다.

대립종군의 생활형을 비교해 볼 때, 회양목군락형과 팥

배나무군락형은 낙엽활엽교목, 낙엽활엽관목, 상록활엽관

목, 다년생초본, 2년생초본, 상록다년초본, 3년생초본, 1년

생초본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형을 가지고 있었고, 두 군

락형 모두 다년생초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낙엽

활엽관목이 많이 생육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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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양목군락형은 동강유역에만 국소적으로 분포하고 있

고, 팥배나무군락형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주로 분포하

고 있었다. 또한 회양목군락형은 평균해발고가 311 m로

비교적 낮았고, 지형이 대부분 사면중부와 사면하부에 주

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청시닥나무군락형은 평균

해발고가 671 m로 높았으며, 지형은 주로 사면중부와 사

면상부에 분포하고 계곡부, 능선부, 정상부에도 다소 골고

루 분포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회양목군락형의

평균경사도는 38°, 평균암석노출도는 63%이었으며, 팥배

나무군락형은 평균경사도가 19°, 평균암석노출도는 38%

로 회양목군락형이 팥배나무군락형에 비하여 평균경사도

와 암석노출도가 높았다. 방위는 회양목군락형은 남사면

과 남서사면, 서사면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팥배나무

군락형은 남사면에 비교적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었으나

전반적으로 8 방위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 

3) 사스래나무군락형과 서어나무군락형

종군 12의 사스래나무군락형은 식생단위 8~10에 속하

고 종군 21의 서어나무군락형은 1~7에 속하므로 두 대립

종군은 구분되었으며, 사스래나무군락형은 분비나무-주목

군락, 분비나무-땃두릅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이 포함되

어 있으며, 서어나무군락형은 졸참나무군락, 황벽나무군락,

느티나무아군락(나도밤나무-붉가시나무군락, 나도밤나무

-해당화군락)을 포함하고 있다.

대립종군의 생활형을 비교해 볼 때, 사스래나무군락형

은 낙엽활엽교목, 낙엽활엽관목, 다년생초본으로 3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졌고, 서어나무군락형은 낙엽활엽교목, 낙

엽활엽소교목, 낙엽활엽관목, 다년생초본으로 4가지 유형

이었다. 사스래나무군락형은 개시호, 참당귀, 눈개승마, 송

이풀 등 고산성식물인 다년생초본이 74%로 가장 많이 출

현하는 반면 서어나무군락형은 낙엽활엽관목이 43%로 가

장 많이 출현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스래나무군락형은 백두대간과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

하고 있었고, 서어나무군락형은 우리나라 전역에 고루 분

포하고 있었다. 또한 사스래나무군락형은 평균해발고가

1,400 m로 매우 높았고, 서어나무군락형은 487 m로 비교

적 낮았다. 사스래나무군락형의 지형은 대부분 사면상부

와 능선부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서어나무군

락형은 전체 지형에 정규분포형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방

위는 사스래나무군락형이 남사면과 남서사면, 북서사면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서어나무군락형은 남사면에 주

로 분포하고 있었다.

4) 소나무군락형과 분비나무군락형

소나무군락형과 분비나무군락형의 대립종군은 10개의

식생단위 중에서 각각 다른 식생단위에 속하게 되므로 주

요한 생태적 정보의 차별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종군 18의 소나무군락형은 식생단위 1~7, 10에 속하고

종군 13의 분비나무군락형은 8, 9에 속하여 두 대립종군

으로 구분되었으며, 소나무군락형은 굴참나무군락군(회양

목아군락과 느티나무아군락군으로 분류됨)과 졸참나무군

락형, 서어나무군락형이 포함되며, 분비나무군락형은 주

목군락과 땃두릅나무군락이 포함된다. 

대립종군의 생활형을 비교하여 볼 때, 소나무군락형은

주로 낙엽활엽교목, 아교목, 관목이 25%내외로 분포하고

분비나무군락형은 두루미꽃, 지리강활, 박새, 나래박쥐나

물 등 고산성식물인 다년생초본이 53%로 가장 많은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대립종군의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소나무군락형은 우

리나라 해안지역과 산악지형, 중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

고 있었으며, 분비나무군락형은 백두대간상의 고산지역

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발고를 비교하여 보

면, 소나무군락형의 평균해발고는 557 m이었으나, 분비

나무군락형은 1,492 m로 고지대에 분포하고 있었다. 소

나무군락형의 지형이 대부분 사면중부와 사면하부에 분

포하고 있었으나 반면에 분비군락형의 지형은 주로 사

면상부와 능선부에 분포하고 있었다. 소나무군락형과 분

비나무군락형은 평균암석노출도가 각각 38%, 43%로 높

게 나타났다. 교목층평균수고는 소나무군락형이 12 m이

고 분비나무군락형은 9 m로 나타났고, 교목층 평균흉고

직경은 각각 25 cm, 30 cm로 나타났다. 방위는 소나무

군락형은 남사면과 서사면, 북서사면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분비나무군락형은 남사면과 남서사면에 비교

적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2. 우리나라 산림식생의 식생체계분류

우리나라 산림식생 체계화를 위해 조사된 1,456개소 샘

플 식생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단계의 표조작법에 의해 22

개 산림식생 조사지역 식생단위를 먼저 추출하여 상재도

표를 작성한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식생 총합상

재도표를 작성하였다(Table 1). 

식생분류를 수행하기 위하여 4쌍의 대립종군 중에서 임

의로 또는 주관적으로 굴참나무군락형과 청시닥군락형을

기준으로 한반도 산림식생의 체제를 정리한 결과, 가장 큰

단위로 신갈나무군강(class)이 분류되었고, 군락군(community

group)단위에서 굴참나무군락군과 청시닥나무군락군으로

대별되었다. 굴참나무군락군은 다시 회양목아군락군과 느

티나무아군락군 그리고 굴참나무전형아군락으로, 청시닥

나무군락군은 청시닥나무전형아군락(황벽나무군락)과 사

스래나무아군락군으로 분류되었다. 회양목아군락군은 측

백나무군락과 향나무군락으로, 느티나무아군락군은 나도

밤나무-붉가시나무군락, 나도밤나무-해당화군락, 느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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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tiated constancy table of forest veget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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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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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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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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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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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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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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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형군으로 세분되고, 사스래나무아군락군은 분비나무

-주목군락, 분비나무-땃두릅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으로

세분되어 총 10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각 식생단위는 지질, 기후, 지형 등의 주요 환경인자에

의해 매우 높은 상호관계(correlationship)를 가지고 있었

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식생단위 1과 2는 석회암지대생태

형으로, 식생단위 3은 난대림생태형으로, 식생단위 4는 해

안림생태형, 식생단위 5는 온대남부계곡림생태형, 식생단

위 6은 온대중북부림생태형, 식생단위 7은 계곡림생태형,

식생단위 8, 9, 10은 아고산대생태형으로 구분·정리하여

복잡한 산림식생과 환경인자 및 생태계를 단순화하였다

(Table 3).

Table 2. Continued.

*The other 742 companion species among total of 1,175 species omitted. 
**E1: Evergreen Broad-leaved Tree; E2: Evergreen Broad-leaved Subtree; E3: Evergreen Broad-leaved Shrub; E4: Evergreen Coniferous

Tree; E5: Evergreen Coniferous Shrub; S1: Deciduous Broad-leaved Tree; S2: Deciduous Broad-leaved subtree; S3: Deciduous Broad-
leaved Shrub; H1: Annual Herb; H2: Biennial Herb; H3: Triennial Herb; H4: Perennial Herb; H5: Evergreen Perennial Herb; P1: Para-
sitic Annual Herb; V1:Deciduous Vine; V2: Perennial Vine Herb; V3: Evergreen Vine; V4: Annual Vine H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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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생단위 1(석회암지대생태형)

식생단위 1은 신갈나무군강(class)의 굴참나무군락군

(community group)에서 식별종군 6의 느티나무, 사람주나

무, 윤노리나무, 합다리나무 등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

고, 식별종군 3의 회양목, 왕느릅나무, 돌마타리, 연잎꿩의

다리, 솔체꽃 등의 식별종 및 표징종들이 출현하여 구분

된 회양목아군락군(subcommunity group)에서 다시 식별

종군 5의 향나무, 동강할미꽃, 비술나무 등의 식별종들은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4의 측백나무, 백선, 개감수, 털

댕강나무, 털갈매나무, 딱지꽃, 이스라지, 애기풀, 솔나물

의 출현에 의해 분류되었다. 이 산림식생유형에는 식별종

군 1, 2, 3, 18, 21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

었다(식생단위 1은 식별종군 18의 소나무군락형과 식별

종군 21의 서어나무군락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1의 석회암지대생태형 분포지는 19개소가 모

두 동강유역의 석회암지대로 나타났고, 식생유형체계에서

주요환경요인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석

회암지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고생대

오오도비스기의 대석회암층군이 집중분포를 보이는 동강

유역의 독특한 지질환경으로 인해 분류되어진 것으로 판

단되었다. 식물구계지리학상으로 볼 때 한반도 중부아구

에 속하며(Lee, W.T. and Yim, Y.J. 1978), 군계(class)수

준에서는 냉온대중부에 해당된다(Yim, Y.J. and Kira, T.

1975). 본 식생단위로 분류되어진 석회암지대는 지하수 등

에 의한 용식작용으로 자병산과 석병산 사이 생계령 일대

의 능선부에 지표면이 함몰된 돌리네 지역이 발달하여 백

두대간 마루금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

타나기도 하였으며, 돌리네, 우발레, 싱크홀(sinkhole)과

같은 용식와지지형과 동강 일대의 용식잔존볼록지형 등

이 출현하였다. 또한 토양의 이화학성은 pH가 높고, 사

면경사가 급하고, 노암율이 높으며, Ca++이온의 농도가

높은 입지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이었다(윤충원과 문현식,

2009).

2) 식생단위 2(석회암지대생태형)

식생단위 2는 신갈나무군강(class)의 굴참나무군락군

(community group)에서 식별종군 6의 느티나무, 사람주나

무, 윤노리나무, 합다리나무 등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

고, 식별종군 3의 회양목, 왕느릅나무, 돌마타리, 연잎꿩의

다리, 솔체꽃 등의 식별종 및 표징종 출현에 의해 구분된

회양목아군락군(subcommunity group)에서 다시 식별종군

4의 측백나무, 백선, 개감수, 털댕강나무 등의 식별종들은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5의 향나무, 동강할미꽃, 비술나

무, 떡조팝나무, 잔솔잎사초, 백리향, 물쑥, 시호, 절국대,

참느릅나무, 버들회나무, 산골취, 독활, 산구절초, 갈기조

팝나무, 홀아비바람꽃, 가는대나물, 줄댕강나무, 솔나리,

병아리풀, 만리화, 붉은인가목, 참배암차즈기, 흰전동싸리,

나도송이풀, 뻐꾹채, 대극, 깨풀, 모란의 출현에 의해 분류

되었다. 이 산림식생유형에는 식별종군 1~3, 18, 21에 속

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2는 식별종군 18의 소나무산림식생유형과 식별

종군 21의 서어나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2의 분포지는 21개소가 모두 식생단위 1과 마

찬가지로 동강유역의 석회암지대로 나타났고, 식생유형분

류의 주요환경요인 역시, 고생대 오오도비스기의 대석회

암층군이 집중분포를 보이는 독특한 지질환경으로 본 단

위는 동강유역 중에서도 동강 양안의 단애에 자생하고 있

는 식별종들에 의해 분류되었다(윤충원과 문현식, 2009).

3) 식생단위 3(난대림생태형)

식생단위 3은 신갈나무군강(class)의 굴참나무군락군

Table 3. Systematic summary table from synthesis constancy table in forest vegetation of South Korea.

Class
Community 

Group
Subcommunity 

Group
Community Eco-type M.E.F. V.U.

Q. m.

Q. v.

Buxus microphylla
var. koreana

Thuja orientalis Limestone Area Geology, Distribution 1

Juniperus chinensis Limestone Area Geology, Distribution 2

Zelkova serrata 

Meliosma myriantha - Quercus acuta Sub-tropical Forest Geology, Distribution 3

Meliosma myriantha - Rosa rugosa Coastal Forest Climate 4

Zelkova serrata typical community South Valley Forest Climate 5

Quercus variabilis typical community Central·North 
Temperate Forest

Climate 6

A. b.

Phellodendron amurense Valley Forest Topography 7

Betula ermani

Abies nephrolepis - Taxus cuspidata Subalpine Area Altitude 8

Abies nephrolepis - Echinopanax horridum Subalpine Area Altitude Distribution 9

Abies koreana Subalpine Area Altitude 10

*M.E.F. : Major environtal factors, V.U. : Vegeta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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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group)에서 식별종군 3의 회양목, 왕느릅나무,

돌마타리, 연잎꿩의다리 등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6의 느티나무, 사람주나무, 윤노리나무 합다리

나무 등의 식별종들에 의해 구분된 느티나무아군락군에

서 다시 식별종군 9의 해당화, 순비기나무, 노랑팽나무, 쉬

나무, 병아리꽃나무 등의 식별종들은 출현하지 않고, 식별

종군 8의 붉가시나무, 마삭줄, 자금우, 새비나무, 사스레피

나무, 예덕나무, 광나무, 동백나무, 이대, 생달나무, 후박나

무, 남오미자, 검양옻나무, 참식나무, 콩짜개덩굴, 육박나

무, 산동쥐똥나무, 상동나무 등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식

별종군 1, 2, 6, 7, 17, 18, 20, 21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3은 식

별종군 17의 팥배나무산림식생유형과 식별종군 18의 소

나무산림식생유형, 식별종군 20의 졸참나무산림식생유형,

식별종군 21의 서어나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3의 분포지는 총 134개소로 완도, 두륜산, 달

마산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한반도 난대림지역의 상록

활엽수림대는 과거 벌채, 연료채취, 조림 등 인위적 영향

으로 대부분 파괴되어 낙엽성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한 낙

엽활엽수림대 또는 해송림대로 자연식생 경관의 원형을

상실하였다(오구균과 최송현, 1993). 인간의 접근이 어려

운 일부 섬이나 내륙 벽지(僻地) 그리고 종교적 또는 방재

목적상 보호되어 온 곳에 국지적으로 잔존·생육하고 있

는 상록활엽수림과 임상층(林床層)에서 상록활엽수가 활

착·생육하고 있는 낙엽활엽수림의 종조성에 의해 난대

림생태형(식생단위 3)이 분류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구균과 최송현, 1993). 따라서 식생유형분류의 주요환

경요인을 유추하여 볼 때, 연간강수량이 식물생육에 충분

한 우리나라에서 기온인자가 한반도의 식생대를 형성하

는 주요인자로 작용하여 왔으며(배행근과 박문수, 2001),

본 난대림생태형 역시 이러한 기온인자에 의해 확연히 분

류된 단위로 사료되었다. 

4) 식생단위 4(해안림생태형)

식생단위 4는 신갈나무군강(class)의 굴참나무군락군

(community group)에서 식별종군 3의 회양목, 왕느릅나무,

돌마타리, 연잎꿩의다리, 솔체꽃, 개부처손, 당조팝나무 등

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6의 느티나무, 사

람주나무, 윤노리나무, 합다리나무 등의 식별종들에 의해

구분된 느티나무아군락군에서 다시 식별종군 8의 붉가시

나무, 마삭줄, 자금우, 새비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의 식별

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9의 해당화, 순비기나무,

노랑팽나무, 쉬나무, 병아리꽃나무, 왕고로쇠, 먹넌출, 갯

그령, 통보리사초, 갯완두, 좀보리사초, 수송나물, 나문재,

모래지치, 갯보리, 갯보리사초, 갯지치, 갯잔디, 칠면초, 금

새우난, 갯기름나물 등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식별종군 1,

2, 6, 7, 17, 18, 20, 21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

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4는 식별종군 17의

팥배나무산림식생유형과 식별종군 18의 소나무산림식생

유형, 식별종군 20의 졸참나무산림식생유형, 식별종군 21

의 서어나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4는 우리나라 해안사구와 염습지, 갯벌에 적

응하며 생육하고 있는 염생식생이 분류되어 해안생태형

으로 구분되었다(신재권 등, 2009). 해안사구지역은 바다

와 육지생태계라는 두 생태계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생태계 전이지역에는 두 생태계와는 다른 독

특한 식물상을 구성하는 고유식물종들이 서식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사구지에는 염생식물이나 내염성이 강한

사구물질이 발달되어 있어 육상식생과는 구별되는 독특

한 사구식생을 형성하고 있다(전영문, 2007). 이러한 해안

사구의 식생은 염분, 영양염류, 습도의 영향과 토양층의

발달 정도에 해안선에서부터 육지쪽으로 대상분포를 보

이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김철수과 임병선, 1988). 우리나

라의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분포하는 주요 해안식생들

은 해수욕장, 군사시설, 간척지, 양식장 등의 이용으로 파

괴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토의 생물다양성 및

해안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안식생을 구성하고 있는 고

유종의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정용규

과 김종원, 1998), 우리나라 전체 산림식생에서 식생단위

4의 해안림생태형의 독특성을 고려한 식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식생단위 5(온대남부계곡림생태형)

식생단위 5는 신갈나무군강(class)의 굴참나무군락군

(community group) 에서 식별종군 3의 회양목, 왕느릅나

무, 돌마타리, 연잎꿩의다리 등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

고, 식별종군 6의 느티나무, 사람주나무, 윤노리나무, 합다

리나무, 소사나무, 산딸나무 등의 출현으로 구분된 느티나

무아군락군에서 다시, 식별종군 7의 나도밤나무, 수리딸

기, 말오줌때, 정금나무, 보리밥나무, 굴거리, 해송, 팽나무,

단풍나무, 차나무, 갯까치수영 등의 식별종 및 표징종이

출현하지 않아 구분된 느티나무전형군락으로, 식별종군

1, 2, 6, 17, 18, 20, 21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

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5는 식별종군 17의

팥배나무산림식생유형과 식별종군 18의 소나무산림식생

유형, 식별종군 20의 졸참나무산림식생유형, 식별종군 21

의 서어나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5는 온대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종에서 주

로 계곡성 식물의 식별종 및 표징종들만 출현한 종군에

의하여 구분된 식생단위로 주요환경요인은 지형인 것으

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본 식생단위의 식별종이 대부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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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식물종임에도 불구하고 지형분포에서 사면상부와 계

곡부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노암율과 공중습도가

높은 사면상부와 산정부 및 능선부에 식생과 계곡부식생

의 종유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박인협 등,

1996; 윤충원 등, 2007). 

계곡이란 산 속의 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V자형의 대상

(帶狀)지형을 말하는 것으로 계곡부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토양수분과 양분함양 및 광량, 水位 변화, 流速 등의 다양

한 환경인자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계곡 식생은 사면부나

능선부의 식생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계 구성을 보이고 있

다(박영순 등, 2001; 이병천 등, 2001; 황선미와 윤충원,

2007; 김혜진과 윤충원, 2009). 이러한 식생은 기후적인 극

상림을 형성하는 ‘zonal vegetation’에 대응하여, 기후보다

주로 토양조건에 영향을 받아 종구성을 나타내는 ‘azonal

vegetation’이라 한다(Mü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우리나라에는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지닌 산림지

대가 많고, 이러한 계곡은 하천의 원류가 되며, 다양한 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계곡부의 전형적인 식생은 생

태학적 측면과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지속가능한 경

영관리의 대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6) 식생단위 6(온대중북부생태형)

식생단위 6은 신갈나무군강(class)의 굴참나무, 떡갈나

무, 노간주나무, 댕댕이덩굴, 땅비싸리 등의 식별종 및 표

징종이 출현하는 굴참나무군락군에서 식별종군 3의 회양

목, 왕느릅나무, 돌마타리, 연잎꿩의다리, 솔체꽃 등의 식

별종들이 출현하지 않으며, 식별종군 6의 느티나무, 사람

주나무, 윤노리나무, 합다리나무, 소사나무 등의 식별종들

도 출현하지 않아 구분된 굴참나무전형군락으로, 식별종

군 1, 2, 17, 18, 20, 21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

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6은 식별종군 17의

팥배나무산림식생유형과 식별종군 18의 소나무산림식생

유형, 식별종군 20의 졸참나무산림식생유형, 식별종군 21

의 서어나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7) 식생단위 7(계곡림생태형)

식생단위 7은 신갈나무군강(class)의 청시닥나무군락군

(community group)에서 식별종군 12의 사스래나무, 털진

달래, 개시호, 참당귀, 눈개승마, 송이풀 등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11의 황벽나무, 가래나무, 광대

수염, 가는잎쐐기풀, 등칡, 당개지치, 산물통이, 사시나무,

야광나무, 참바위취, 산괭이눈, 산외, 황철나무, 꿩고비, 병

풍쌈, 쪽버들 등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식별종 1, 10, 17,

18, 19, 20, 21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

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7은 식별종군 17의 팥배나

무산림식생유형과 식별종군 18의 소나무산림식생유형, 식

별종군 19의 거제수산림식생유형, 식별종군 20의 졸참나

무산림식생유형, 식별종군 21의 서어나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본 식생단위 7은 졸참나무, 쪽동백나무, 주름조개풀, 고

깔제비꽃, 파리풀 등에 의해 구분된 식별종군 20의 졸참

나무산림식생유형과 서어나무, 소태나무, 좀깨잎나무, 작

살나무, 고추나무 등에 의해 구분된 식별종군 21의 서어

나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다. 이는 각 종

군들이 계곡성 식물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지형이

계곡부임을 알 수 있다.

식별종군 5의 느티나무전형군락유형은 식별종군 20의

졸참나무산림식생유형과 종군21의 서어나무산림식생유형

의 하위단위로 볼 수 있으며, 계곡생태형으로도 구분되나

본 식생단위 7을 구분되게 하는 종군 11의 황벽나무산림

식생유형과는 대조된다. 이는 종군 5의 느티나무전형군락

유형이 느티나무, 사람주나무, 때죽나무, 비목나무 등 일

부 계곡성 식물종이 나타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온대남

부림에 해당하는 수종들이 많고 평균해발고가 326 m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식생단위 7은 암석노출도가 55%

로 식생단위 2의 다음으로 높았고 평균해발고가 864 m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고산성 식물종이면서 계곡성 식물종

과 황철나무, 두메닥나무 등 지역적으로 드물게 분포하는

생태적 특이성을 가진 종에 의해 분류되어진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었다. 이는 계곡부에 있어서 환경요인들 간의 상

관관계가 해발고의 차이가 커질수록 산림군집(forest

community)의 유사도지수가 감소하고, 해발고에 따른 종

구성 상태의 차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박인

협 등, 1989; 이병천과 윤충원, 2002). 이러한 계곡림은 교

목층의 우점종들이 상관적으로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

더라고 하나의 관리단위로 고려하여 임업제반 시업과 관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오승환 등, 1998;

이병천과 윤충원, 2002; 윤충원 등, 2009).

8) 식생단위 8(아고산대생태형)

식생단위 8은 신갈나무군강(class)의 청시닥나무군락군

(community group) 에서 식별종군 11의 황벽나무, 가래나

무, 광대수염, 가는잎쐐기풀, 등칡 등이 출현하지 않고, 식

별종군 12의 사스래나무, 털진달래, 개시호, 참당귀, 눈개

승마, 송이풀 등의 식별종들에 의해 구분된 사스래나무아

군락군에서 다시, 식별종군 16의 구상나무, 흰참꽃, 반들

사초, 가야산은분취, 금꿩의다리, 개족도리, 가문비나무 등

의 식별종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13의 분비나무, 두

루미꽃, 백당나무, 꽃개회나무, 지리강활, 박새 등의 식별

종들에 의해 구분된 분비나무식생유형에서 식별종군 15

의 땃두릅나무, 눈측백, 설악눈주목, 눈향나무, 덤불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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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이노리나무, 가래고사리, 개들쭉, 요강나물 등의 식

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14의 주목, 당분취, 각

시서덜취, 칼잎용담, 구슬댕댕이, 두메취, 흰진범, 넓은잎

쥐오줌풀, 모데미풀에 의해 분비나무-주목군락으로 세분

되었다. 또한 식별종군 1, 10, 13, 14, 17, 19에 속하는 식

별종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

위 8은 식별종군 17의 팥배나무산림식생유형과, 식별종군

19의 거제수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8은 평균해발고가 1,389 m로 높고, 평균출현

종수가 36종으로 가장 높게 나며, 식별종이 주로 고산성

식물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본 단위가 분류

된 주요 환경요인이 해발고에 의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극

지식물과 고산식물의 남방한계선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

으며(공우석과 임종환, 2008; 윤충원 등, 2009), 따라서 우

리나라 고산대와 아고산대에는 지질시대에 살았던 유존종

(遺存種 relict species)과 고유종(固有種 endemic species) 또

는 특산종 많았다. 이러한 식물종은 신생대 제4기 플라이

스토세(Pleistocene) 빙하기에 북방에서 한랭한 기후를 피

해 피난처(refugia)를 찾아온 빙하기 유존종으로 자연사 복

원에 귀중한 자연유산이다(공우석, 2006). 그러나 아고산

대는 임업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용재한계선으로 보호 및

관리가 미약한 실정이며, 매년 개체수 및 분포면적이 줄

어 들고 있으므로 국가생물종다양성 및 생태적 산림복원

측면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식생단위 9(아고산대생태형)

식생단위 9는 신갈나무군강(class)의 청시닥나무군락군

(community group)에서 식별종군 11의 황벽나무, 가래나

무, 광대수염, 가는잎쐐기풀, 등칡, 당개지치 등이 출현하

지 않고, 식별종군 12의 사스래나무, 털진달래, 개시호, 참

당귀, 눈개승마, 송이풀 등의 식별종들에 의해 구분된 사

스래나무아군락군에서 다시, 식별종군 16의 구상나무, 흰

참꽃, 반들사초, 가야산은분취, 금꿩의다리, 개족도리, 가

문비나무 등의 식별종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13의 분

비나무, 두루미꽃, 백당나무, 꽃개회나무, 지리강활, 박새

등의 식별종들에 의해 구분된 분비나무식생유형과 분비

나무식생유형에서 식별종군 14의 주목, 당분취, 각시서덜

취, 칼잎용담, 구슬댕댕이, 두메취 등의 식별종들이 출현

하지 않고, 식별종군 15의 땃두릅나무, 눈측백, 설악눈주

목, 눈향나무, 덤불오리나무, 이노리나무, 가래고사리, 개

들쭉, 요강나물, 큰꼭두서니, 다람쥐꼬리, 인가목, 둥근인

가목, 산개고사리, 가새사스래, 바람꽃, 나도옥잠화, 마주

송이풀, 범꼬리, 검종덩굴 등에 의해 분비나무-땃두릅나무

군락으로 세분되었다. 

또한 식별종군 1, 17, 19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

타나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9는 식별종군

19의 거제수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9의 분포지는 81개소로 모두 설악산 지역으로

높은 해발고와 다양한 지형을 아우르고 있는 백두대간 중

심으로 하고 있다. 설악산은 식물구계지리학상 한반도 온

대아구에 속하여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산림지대로서 북

방계식물 남한계과 남방계식물 북한계지대에 해당되어 다

양한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송연희와 윤충원, 2006). 

본 식생단위는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1,708 m)을 중

심으로 중청(1,674 m)과 끝청(1,604 m) 일대와 한계령

(1,003 m)과 귀떼기청(1,578 m) 일대로서 해발고가 1,200 m

이상으로 지역으로 식생단위는 전체 10개 식생단위 중 평

균 해발고가 1,596 m로 가장 높고, 평균경사도도 51%로

비교적 높아 격리 분포된 아고산대 식생 특징에 의해 분

류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악산의 산정부 일대는 환

경이 극단성을 띠고 있고, 미세한 지형의 차이에 따라 식

물의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국소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고

산 특유의 다채로운 경관이 형성되며, 생물종다양성이 높

은 지역이다. 대청봉 일대와 중청 일대의 풍충지 바위틈

사이에 국소적으로 출현하는 홍월귤과 월귤개체군에 대

해서는 앞으로 개체군생태학 측면에서의 연구가 더욱 진

행되어 지속가능한 생태적 보호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공우석과 임종환, 2008; 송연희과 윤충

원, 2006).

10) 식생단위 10(아고산대생태형)

식생단위 10은 신갈나무군강의 청시닥나무군락군에서

식별종군 11의 황벽나무, 가래나무, 광대수염, 가는잎쐐기

풀, 등칡, 당개지치 등이 출현하지 않고, 식별종군 12의 사

스래나무, 털진달래, 개시호, 참당귀, 눈개승마, 송이풀 등

의 식별종들에 의해 구분된 사스래나무아군락군에 서 다

시, 식별종군 13의 분비나무, 두루미꽃, 백당나무, 꽃개회

나무, 지리강활, 박새 등의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고, 식

별종군 16의 구상나무, 흰참꽃, 반들사초, 가야산은분취,

금꿩의다리, 개족도리, 가문비나무, 물들메나무, 큰구슬붕

이, 꼬리말발도리, 오리방풀, 큰앵초 등에 의해 구분되었

다. 본 식생단위는 식별종군 1, 18에 속하는 식별종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식생체계에 있어 식생단위 10은 식

별종군 17의 거제수산림식생유형과 식별종군 18의 소나

무산림식생유형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음). 

식생단위 10의 분포지는 설악산 지역으로 나타났고, 본

식생단위는 평균해발고 1,270 m로 식생단위 9보다는 높

지 않은 아고산대생태형으로 여러 차례의 빙하기에 걸쳐

한반도로 유입된 북방계 침엽수이거나 진화한 종인 구상

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공우석, 2006; 송연희와 윤충원,

2006). 따라서 본 식생단위는 고산대와 아고산대에 격리

되어 자생하고 있는 식별종들에 의해 분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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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우리나라 산림식생에 대한 군락유형을 식물사회학적으

로 분류한 결과, 10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고, 10개의

식생단위 모두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 표징종(신갈나

무, 당단풍, 물푸레나무, 실새풀, 진달래, 국수나무, 고로쇠

나무, 산딸기, 대사초 등)에 의해 결정된 신갈나무군락형

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다시, 신갈나무군락형의 하위

단위를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총 4쌍의 대립종군이 밝

혀졌다. 이처럼 여러쌍의 대립종군으로 분류되어진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악요소(orographic factor)와 지형요

소 및 온도대 등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성립된 식생구조에

기인하므로 대립종군 간에는 생태적 정보의 차별성이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굴참나무군락형과 청시닥나무군락형은 우리나라 전

역에 광역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굴참나무군락형이라면 청

시닥나무군락형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고산지대에 주

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2) 회양목군락형과 팥배나무군락형의 대립종군은 고생

대 오오도비스기의 석회암지대에 분포하는 회양목군락형

의 생태적 특징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스래나무군락형과 서어나무군락형은 해발고의 기

준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보이며 사스래나무군락형은 평

균해발고가 1,400 m로 높았고 서어나무군락형은 487 m

로 비교적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4) 소나무군락형과 분비나무군락형도 해발고 기준으로

구분되며, 소나무군락형의 평균해발고는 557 m이나 분비

나무군락형은 1,492 m로 나타났다.

식생분류를 수행하기 위하여 4쌍의 대립종군 중에서 굴

참나무군락형과 청시닥군락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

식생을 정리한 결과,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강(class)

이 분류되었고, 군락군(community group)단위에서 굴참나

무군락군과 청시닥나무군락군으로 대별되었다. 굴참나무

군락군은 다시 회양목아군락군과 느티나무아군락군 그리

고 굴참나무전형아군락으로, 청시닥나무군락군은 청시닥

나무전형아군락(황벽나무군락)과 사스래나무아군락군으

로 분류되었다. 회양목아군락군은 측백나무군락과 향나무

군락으로, 느티나무아군락군은 나도밤나무-붉가시나무군

락, 나도밤나무-해당화군락, 느티나무전형군으로 세분되

고, 사스래나무아군락군은 분비나무-주목군락, 분비나무-

땃두릅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으로 세분되어 총 10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각 식생단위는 지질, 기후, 지형

등의 환경인자에 의해 매우 높은 상호관계(correlationship)

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식생단위 1과 2는

석회암지대생태형으로, 식생단위 3은 난대림생태형으로,

식생단위 4는 해안림생태형, 식생단위 5는 온대남부계곡

림생태형, 식생단위 6은 온대중북부림생태형, 식생단위 7

은 계곡림생태형, 식생단위 8~10은 아고산대생태형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식생은 10개 군락단위와 7개 생태

형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식생의 식생단위,

종조성, 분포 등에 대한 기초 정보로 산림경영 및 학술자

료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식물사회에 대한 군락분류계급체계

(syntaxonomical hierarchy)의 완성을 브라운 블랑케학파의

국제식생명명규약(Weber et al., 2000)에 의하여 정리하지

못한 식물사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산

림식생에 대한 정형의 단위식생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산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하나의 체계로 결정하기

에 앞서 도서지역 및 타 지역으로의 확대연구를 통한 더

많은 식생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군락분류 수준의 수차

례 연구과정을 통하여 최종 단위식생명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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