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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울릉도와 함백산의 산마늘 개체군 자생지를 대상으로 48개의 조사구(10 m×10 m)를 설치하여 임

분구조를 밝히고자 식생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 중요치, 종다양도, 종간연관관계, 군집유사도를 분석하여 임

분구조 특성을 밝혔다.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종조성에 의해 식생유형을 분석한 결과, 1개군락군 2개군락 2개

군 3개소군으로 총 5개의 식생단위로 나누어졌으며, 층위별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너도밤나무군(식생단위 1, 2, 3)

에서 산마늘의 중요치가 비교적 높았으며,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는 단위에서 산마늘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종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마늘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종은 계곡성 식물종과 아고산대 식물종이었고, 산마늘이

생육하는데 있어 토습과 공중습도가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forest stand characteristics of the habitats of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population from the ecological analysis of classification of vegetation types, importance values,

species diversity, interspecific association and community similarity in Ulleung Island and Mt. Hambaek, in

which investigated by 48 plots (10 m×10 m). The vegetation studied was classified into 1 community group, 2

communities, 2 groups and 3 subgroups for a species unit and divided by 5 units for a vegetation unit. In the

Fagus engleriana group (vegetation unit 1, 2 and 3), importance value of A.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in herb

layer showed relatively higher value than other units. Importance value of A.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in

herb layer had higher value. In the analysis of interspecific association, most of the species associated positively

to A.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belonged to habitat features of valley area and sub-alpine zone.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the growing environment of A.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population was closely

correlated to soil moisture and air humidity.

Key words : importance values, cluster similarity analysis, species diversity

서 론

산마늘(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은 백합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시베리아, 중국

과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울

릉도,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함백산, 팔공산 등에 자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용식 등, 1988; 김용식 등,

1996; 이중효와 홍성천, 2006; 이중효 등, 2007; 이창헌과

박성학, 2008; 신현탁 등, 2010; 홍문표 등, 2010). 특히

울릉도에서는 산지 전역에 많이 분포하고 내륙지방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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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대에서 드물게 자생하고 있다.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

지에서는 신선이 먹는 신비한 풀이라 하여 “신선초(神仙

草)”라고 부르고 있으며, 예로부터 강장 및 생리작용 완화

와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한 잎과 인

경, 꽃 등 식물체 전체를 식용으로 하는 독특한 맛과 향기

를 가지고 있어 무침, 절임, 튀김, 김치 및 염장가공 등으

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효능이 검정되고 있어 기능

성 식품 및 생약제로서도 주목받고 있다(최종원 등, 2005;

정진철 등, 2005). 최근 고급산채로서 상품화가 유망한 품

종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육지의 자

연산은 찾기 어려우며, 울릉도 일부지역에서 자연산이 공

급되고 있으나 공급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

생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감

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산으로 상품화되고 있는

울릉도의 산마늘은 대부분 산림청 국유림지역으로 입산

금지 및 산채채취를 금하고 있으나, 이미 주민들의 주소

득원이기 때문에 심각한 남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로 인해 울릉도지역 산마늘 자생지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자생지 보존 및 임간재배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는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산마늘에 관한 생화학 성분 분석, 형태·형질

분석, 해부학적 분석, 생리적 특성 등에 관련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졌지만(도은수 등, 2011; Jenog et al., 2010;

Yang et al., 2010), 자생지 환경 및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서종택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산마늘 자생지의 식생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중요치, 종다양도, 종간연관관계, 군집유사도를

조사·분석하여 산마늘 자생지의 식생을 생태학적으로

구명하여 복원 및 보호관리와 재배지 환경조성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개황

본 연구의 조사지는 울릉도와 함백산으로 울릉도는 신

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한반도의 동쪽으로 약 137 km 떨어져 있는 면적 7,268 ha

의 화산섬으로, 지리적으로 동경 130°47'37"~130°56'02",

북위 37°27'02"~37°33'01"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

북도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217 km, 강원도 후포에서 159

km 거리의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함백산은 북위 37°07'~37°13', 동경 128°52'~128°59'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태백시, 정선

군, 영월군에 걸쳐 있다. 함백산의 높이는 1,573 m이며 오

대산, 태백산, 설악산과 함께 해안산맥과 중앙산맥 사이에

솟아있는 고봉의 하나로 산 전체의 사면이 급경사로 산세

가 험준하다.

산마늘 자생지의 울릉도와 함백산의 기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울릉도와 태백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이용하

여 기후를 나타내었다(Walter, 1975; 기상청, 2010). Figure

1은 울릉도의 최근 20년 기후도(2008~1989)간 기상자료

를 이용하여 나타낸 기후도로 연평균기온 12.6oC, 연평균

강수량 1,434.7 mm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온의 분포는 내

륙지방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한월인 1월에도

절대최저기온과 일평균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강수량이 많은 만큼 울릉도의 상대습도 또

한 연평균 72%로, 73%를 나타내고 있는 제주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Figure 1. Climate diagram of Ulleung-do.

Figure 2. Climate diagram of Tae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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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태백의 최근 20년(2008~1989)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나타낸 기후도로 연평균기온 8.8oC, 연평균강수

량 1,376.1 mm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대부분이 7월, 8월,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하계다우형의 강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야외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산마늘의 생육 최성기를 고려하여 2009

년 3월~7월, 2010년 6월에 걸쳐 식물사회학적 방법

(Ellenberg, 1956; Braun-Blanquet, 1964)에 따라 지형, 생태

적 밀도, 해발, 경사도, 노암율, 낙엽층 깊이, 방위의 입지환

경요인을 조사하였고, 조사구의 크기는 10 m×10 m로 하였

다. 산마늘 자생지의 개체군 조사를 위하여 울릉도의 태하

령 9개소, 나리분지 8개소, 성인봉 17개소, 정매화골 10개

소와 함백산 금대봉 4개소로 총 48개소의 조사구(Figure 3)

내에 출현하는 각 종의 피도와 개체수를 조합시킨 우점도

계급을 층위별로 구분하여 판정 기록하였고, 생육상태는

종 개체의 집합 혹은 산의 정도에 따른 군도계급 등을 측

정하였다. 각 조사구의 흉고직경 2 cm이상 되는 모든 임목

을 매목조사(수고, 흉고직경)하였으며, 식물의 학명과 향명

은 산림청(2003)의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이창복 도감을 병

용하여 참고하였다(이창복, 2003; 국립수목원, 2007).

중요치(importance value)는 매목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Curtis and Mclntosh(1951)가 고안해낸 전체종에 대

한 조사지에 출현한 각 종의 상대빈도(relative frequency),

상대피도(relative coverage), 상대밀도(relative density)를

합하여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각 식생단위별 종다양성, 우

점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다양도지수, 최대다양도, 균

재도, 우점도를 조사지별로 분석하였다(Shannon and

Weaver, 1963; Brower and Zar, 1977).

또한 개체군에 있어 종간의 연관을 검사하기 위해 48개

의 방형구로부터 기록된 216종 중,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종과 식물사회학적 분류에 나타난 표징종 및 식별종을 중

심으로 5% 이상의 빈도를 갖는 27종을 선발하여, 5%이상

의 빈도를 갖는 종수×조사방형구수, 즉 27종×48방형구의

종의 존재유무 자료행렬(presence-absence date matrix)에

서 모든 종간의 쌍에 대하여 2×2 분할표를 이용하여 X2검

정(Chi-square test statistic)을 하였다. ++와 +는 양성결합

을, --와 −는 음성결합을 나타낸 것이며 ++와 --는 99%의

확률수준에서, +와 −는 95%의 확률수준에서 두 수종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Agnew, 1961).

결과 및 고찰

1. 식물사회학적 식생유형분류

산마늘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의 산림식생을 ZM 식물

사회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산마늘군락군에서 고로

쇠나무군락과 신갈나무군락으로 대별되었다. 고로쇠나무

군락은 다시 너도밤나무군과 두메오리나무군으로 분류되

었으며, 너도밤나무군은 난티나무소군, 눈개승마소군, 동

백나무소군으로 세분되어 총 5개의 식생단위로 나누어졌

다(Table 1). 

Figure 3. The location of sampled plots and investigated 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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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tiated constancy table of forest vegetation in the habitats of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Vegetation unit  I II III IV V  

Altitude(m) 819 758 372 383 1,347 

Slope degree(°) 23 38 30 17 13 

Topography U U U L U

Bare rock(%) 5 12 8 8 4 

Bare soil(%) 5 27 12 7 1 

Litter layer(cm) 5 4 9 4 11 

Coverage of tree layer(%) 85 83 85 79 83 

Coverage of subtree layer(%) 28 16 42 34 51 

Coverage of shrub layer(%) 15 11 29 18 35 

Coverage of herb layer(%) 82 88 69 86 86 

Height of tree layer(m) 14 14 15 16 10 

Height of subtree layer(m) 8 8 8 9 5 

Height of shrub layer(m) 2 1 2 2 2 

Height of herb layer(m) 1 0 1 - 0 

DBH of tree layer(cm) 32 31 34 29 21 

DBH of subtree layer(cm) 9 10 9 12 8 

DBH of shrub layer(cm) 2 1 3 2 2 

Number of present species 26 25 23 23 47 

Relevé 10 10 16 8 4  

1.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community group;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V13 V14  V+3 V13  4+1 산마늘
Sorbus amurensis II+2 IV+1 V+3 II13  4+2 당마가목

2.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Acer okamotoanum community;

Acer pictum subsp. mono IVr2 IV+3 IV+5 V+5  - 고로쇠나무
Hydrangen petiolaris V+2 V+3 IV+4 IV+2  - 등수국
Hepatica maxima V+2 V+2 IV+1 II+1  - 섬노루귀
Majanthemum dilatatum V+5 IV+4 III+1 IV15  - 큰두루미꽃
Acer takesimense II+2 IV+1 V+2 IV+3  - 섬단풍나무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IV++ IV++ III++ IV++  - 밀나물
Dryopteris crassirhizoma V+2 IV+4 II+2 II+2  1++ 관중
Dystaenia takeshimana II11 II+1 III+3 V+2  - 섬바디
Prunus takesimensis II+2 II+3 IV12 IV12  - 섬벚나무
Tilia insularis II11 III+2 IIr4 III+2  - 섬피나무

3. Differential species of Fagus crenata var. multinervis group;

Fagus crenata var. multinervis V35 V15 IV+5  -  - 너도밤나무
Arachniodes standishii V+5 II+1 II+2 I11  - 일색고사리

4. Differential species of Ulmus laciniata subgroup;

Ulmus laciniata III12  - I++  -  - 난티나무
Trillium tschonoskii IV+1 I++ I++ I++  - 큰연영초
Gynostemma pentaphyllum IV++  -  - II++  - 돌외
Circaea quadrisulcata III++ I++  -  -  - 말털이슬
Alangium platanifolium var. macrophylum II++  -  -  -  - 박쥐나무
Gymnadenia camtschatica II++ Ir+  - I++  - 주름제비란
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II++  -  -  -  - 말오줌나무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II++  -  -  -  - 천남성
Viola acuminata II++ I++  -  -  1++ 졸방제비꽃

5. Differential species of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subgroup;

Aruncusdioicus var. kamtschaticus  I++ III+2  - II11  4+2 눈개승마
Saussurea grandifolia  - III+2  ++ I11  3++ 서덜취
Dryopteris chinensis I++ III++  ++  -  111 가는잎족제비고사리
Pyrola japonica  - III++  +1  -  - 노루발
Viburnum furcatum  - II+1  - I++  - 분단나무

6. Differential species of Camellia japonica subgroup;

Camellia japonica  -  - V+4  -  - 동백나무
Elaeagnus macrophylla  - I++ III+1 I++  - 보리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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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egetation unit  I II III IV V  

Pinus parviflora  -  - IV+4  -  - 섬잣나무
Tsuga sieboldii  -  - III15  -  - 솔송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 I++ III++  -  - 쥐똥나무
Ophiopogon japonicus  -  - III++  -  - 소엽맥문동
Taxus cuspidata I11  - II+2  -  - 주목
Carex boottiana  -  - II+4  -  - 밀사초
Polystichum retrosopaleaceum I++  - II+2  -  - 비늘개관중
Ardisia japonica  - I++ III+1  -  - 자금우
Schizophragma hydrangeoides  -  - II+1 I11  - 바위수국
Neolitsea sericea  - I11 IIr1 I++  - 참식나무

7. Differential species of Alnus maximowiczii group;

Alnus maximowiczii  -  -  - III14  - 두메오리나무
Ligustrum foliosum I++  - I++ III++  - 섬쥐똥나무
Pueraria thunbergiana  -  -  - III+2  - 칡
Valeriana officinalis var. latifolia  -  -  - II++  - 넓은잎쥐오줌풀
phellodendron insulare  -  -  22 II+1  - 섬황벽
8.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Quercus mongolica community;

Quercus mongolica  -  -  -  -  435 신갈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  -  -  -  423 당단풍나무
Acer tschonoskii var. rubripes  -  -  -  -  4+1 시닥나무
Saussurea tanakae  -  - I11  -  412 당분취
Majanthemum bifolium  -  -  -  -  411 두루미꽃
Carex siderosticta  -  -  -  -  4+1 대사초
Pimpinella brachycarpa  -  -  -  -  4+1 참나물
Pseudostellaria palibiniana  -  -  -  -  4+1 큰개별꽃
Tripterygium regelii  -  -  -  -  4+1 미역줄나무
Veratrum patulum  -  -  -  -  4+1 박새
Meehania uriticifolia  -  -  -  -  4+1 벌깨덩굴
Asarum sieboldii  -  -  -  -  4++ 족도리풀
Viola diamantica  -  -  -  -  313 금강제비꽃
Athyrium niponicum  -  -  -  -  3++ 개고사리
Cirsium setidens  -  -  -  -  3++ 고려엉겅퀴
Prunus padus  -  -  -  -  3++ 귀룽나무
Euonymus macroptera  -  -  -  -  3+1 나래회나무
Adenophora remotiflora  -  -  -  -  311 모시대
Paris verticillata  -  -  -  -  3++ 삿갓나물
Calamagrostis arundinacea  -  -  -  -  312 실새풀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  -  -  -  3++ 진범
Acer barbinerve  -  -  -  -  312 청시닥나무
Primula jesoana  -  -  -  -  311 큰앵초
Smilacina japonica  -  -  -  -  3+2 풀솜대
9. Companion species group;      

Phryma teptostachya var. asiatica III+1 V+2 I++ V+2  - 파리풀
Hedera rhombea I33 I+1 V+3 IV+2  - 송악
Disporum sessile IV+1 III+1 I++ V+3  - 윤판나물아재비
Callicarpa japonica I++ II+1 IV+1 III++  - 작살나무
Arisaema takesimense III++ V+1 I++ II++  - 섬남성
Solidago virgaurea subsp. gigantea  - IV+1 III+1 I11  - 울릉미역취
Polystichum polyblepharum IV+1 III+2 I+1 I++  - 나도히초미
Aster glehni I++ I22 IV+3 II11  - 섬쑥부쟁이
Desmodium oxyphyllum III++ II++ I++ II++  - 도둑놈의갈고리
Styrax obassia  - II+1 III+1 IV+3  - 쪽동백나무
Asperula odorata IV+1 II++ I22 II12  - 선갈퀴
Lilium hansonii IV++ I++ I++ I++  - 섬말나리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II+1 II++ I++ II+1  - 줄사철나무
Cornus controversa II+3 I11 I++ I++  213 층층나무

*The other 135 companion species among total of 216 specie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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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생단위 1(산마늘군락군-고로쇠나무군락-너도밤나

무군-난티나무소군; 조사구수 10)

식생단위 1은 산마늘군락군에서 종군 2의 식별종인 고

로쇠나무, 등수국, 섬노루귀, 큰두루미꽃, 섬단풍나무, 밀

나물, 관중, 섬바디, 섬벚나무, 섬피나무의 출현에 의해 고

로쇠나무군락으로 구분되었고, 고로쇠나무군락은 너도밤

나무, 일색고사리의 출현에 의해 너도밤나무군으로 구분

되었으며, 너도밤나무군은 다시 난티나무, 큰연령초, 돌외,

말털이슬, 박쥐나무, 주름제비란, 말오줌나무, 천남성, 졸

방제비꽃에 의해 난티나무소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는 종군 1, 종군 2, 종군 3, 종군 4의 식별종

은 출현하고 있었으며, 기타 식별종군의 종들은 출현하지

않았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는 819 m

(273~972 m), 평균경사도는 23°(15~37°), 평균암석노출도

는 5%(0~40%), 평균식피율은 교목층 85%(70~90%), 아교

목층 28%(10~60%), 관목층 15%(5~30%), 초본층 82%

(70~95%)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 14 m

(10~16 m), 아교목층 8 m(4~10 m), 관목층 2 m(1~3 m), 초

본층 1 m(0.5~0.8 m)이었으며,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

32 cm(18~42 cm), 아교목층 9 cm(2~16 cm), 2 cm(1~2 cm)

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출현종수는 26종(21~37종)이었다.

2) 식생단위 2(산마늘군락군-고로쇠나무군락-너도밤나

무군-눈개승마소군; 조사구수 10)

식생단위 2의 눈개승마소군은 산마늘군락군에서 하위

구분된 고로쇠나무군락의 너도밤나무군에서 종군 4는 출

현하지 않고 종군 5의 식별종인 눈개승마, 서덜취, 가는잎

족제비고사리, 노루발, 분단나무의 출현에 의해 세분된 소

군이었다. 본 식생단위는 종군 1, 종군 2, 종군 3, 종군 5

의 식별종은 출현하고 있었으며, 기타 식별종군의 종들은

출현하지 않았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는 758 m

(309~954 m), 평균경사도는 38°(15~47°), 평균암석노출도

는 12%(0~35%)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

83%(70~90%), 아교목층 16%(5~60%), 관목층 11%(5~25%),

초본층 88%(65~95%)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

층 14 m(9~18 m), 아교목층 8 m(3~10 m), 관목층 1 m

(1~2 m), 초본층 0.5 m(0.3~0.5 m)이었으며, 평균흉고직경

은 교목층 31 cm(20~56 cm), 아교목층 10 cm(4~20 cm),

관목층 1 cm(1~2 cm)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출현종수는

25종(16~35종)이었다.

3) 식생단위 3(산마늘군락군-고로쇠나무군락-너도밤나

무군-동백나무소군; 조사구수 16)

식생단위 3의 동백나무소군은 산마늘군락군에서 하위

구분된 고로쇠나무군락의 너도밤나무군에서 종군 4와 종

군 5는 출현하지 않고 종군 6의 식별종인 동백나무, 섬잣

나무, 솔송나무, 보리밥나무, 쥐똥나무, 소엽맥문동, 자금

우, 주목, 밀사초, 비늘개관중, 바위수국, 참식나무의 출현

에 의해 세분된 소군이었다. 본 식생단위는 종군 1, 종군

2, 종군 3, 종군 6의 식별종은 출현하고 있었으며, 기타 식

별종의 종들은 출현하지 않았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는 372 m

(238~521 m), 평균경사도는 30°(5~52°), 평균암석노출도는

8%(0~50%)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

85%(75~95%), 아교목층 42%(10~80%), 관목층 29%

(10~65%), 초본층 69%(50~90%)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

고는 교목층 15 m(13~17 m), 아교목층 8 m(4~10 m), 관

목층 2 m(1~5 m), 초본층 1 m(0.5~0.7 m)로 각각 나타났

고,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 34 cm(14~66 cm), 아교목층 9

cm(4~20 cm), 관목층 3 cm(0.5~6 cm)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출현종수는 23종(15~30종)이었다.

4) 식생단위 4(산마늘군락군-고로쇠나무군락-두메오리

나무군; 조사구 8)

식생단위 4의 두메오리나무군은 산마늘군락군의 하위

구분된 고로쇠나무군락에서 종군 7의 식별종인 두메오리

나무, 풍게나무, 곰솔, 갈퀴꼭두서니, 섬쥐똥나무, 칡, 넓은

잎쥐오줌풀의 출현에 의해 세분된 군이었다. 본 식생단위

는 종군 1, 종군 2, 종군 7의 식별종은 출현하고 있었으며,

기타 식별종군의 종들은 출현하지 않았다.

본 단위의 입지환경요인으로 평균해발고는 383 m(275 m

~501 m), 평균경사도는 17°(3~40°), 평균암석노출도는

8%(0~50%)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

79%(70~90%), 아교목층 34%(10~55%), 관목층 18%

(10~40%), 초본층 86%(60~95%)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

고는 교목층 16 m(15~21 m), 아교목층 9 m(7~11 m), 관

목층 2 m(1.5~3 m), 초본층 0.5 m(0.3~0.8 m)이었으며,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 29 cm(22~36 cm), 아교목층 12

cm(6~16 cm), 관목층 2 cm(1~4 cm)로 각각 나타났으며,

평균출현종수는 23종(16~35종)이었다.

5) 식생단위 5(산마늘군락군-신갈나무군락; 조사구 4)

식생단위 5는 산마늘군락군에서 종군 8의 식별종인 신

갈나무, 당단풍나무, 시닥나무, 당분취, 두루미꽃, 대사초,

참나물, 큰개별꽃, 미역줄나무, 박새, 벌깨덩굴, 족도리풀,

금강제비꽃, 개고사리, 고려엉겅퀴, 귀룽나무, 나래회나무,

모시대, 삿갓나물, 실새풀, 진범, 청시닥나무, 큰앵초의 출

현에 의해 분류된 신갈나무군락이다. 본 단위는 종군 1,

종군 8의 식별종은 출현하고 있었으며 기타 식별종군의

종들은 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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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위의 입지환경으로 평균해발고는 1,347 m

(1,334~1,356 m), 평균경사도는 13°(5~20°), 평균암석노출

도는 4%(0~10%)로 각각 나타났고, 평균식피율은 교목층

83%(80~85%), 아교목층 51%(35~65%), 관목층 35%

(15~50%), 초본층 86%(75~90%)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수

고는 10 m(7~13 m), 5 m(4~7 m), 2 m(2~3 m), 0.4 m

(0.3~0.5 m)이었으며, 평균흉고직경은 21 cm(16~28 cm), 8

cm(4~12 cm), 2 cm(2~2 cm)로 나타났으며, 평균출현종수

는 47종(40~50종)이었다.

2. 중요치 

총 5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된 각 군락에 있어서 산마늘

Table 2. Importance value of major species in each vegetation unit.

Unit  Scientific name Common name
Layer

Total
T ST S H

1

Fagus engleriana 너도밤나무 59.61 49.02 11.40 0.23 120.30

Acer pictum subsp. mono 고로쇠나무 16.57 8.03 15.90 1.16 41.65

Tilia insularis 섬피나무 - 19.10 19.26 - 38.35

Acer takesimense 섬단풍나무 1.58 9.12 26.72 0.47 37.89

Arachniodes standishii 일색고사리 - - - 21.37 21.37

Styrax obassia 쪽동백나무 - 7.14 11.40 - 18.53

Ulmus laciniata 난티나무 7.80 7.61 - 0.45 15.85

Taxus cuspidata 주목 - - 15.33 - 15.33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산마늘 - - - 12.30 12.30

Majanthemum dilatatum 큰두루미꽃 - - - 9.22 9.22

Cornus controversa 층층나무 7.26 - - - 7.26

Hepatica maxima 섬노루귀 - - - 5.00 5.00

Prunus takesimensis 섬벚나무 3.51 - - 0.70 4.22

Hydrangen petiolaris 등수국 - - - 3.86 3.86

Dryopteris crassirhizoma 관중 - - - 3.70 3.70

Disporum sessile 윤판나물아재비 - - - 2.49 2.49

Sorbus amurensis 당마가목 2.06 - - 0.23 2.30

Trillium tschonoskii 큰연영초 - - - 2.30 2.30

Asperula odorata 선갈퀴 - - - 2.09 2.09

Ulmus macrocarpa 왕느릅나무 1.61 - - - 1.61

others - - - 34.44 34.44

Total 100 100 100 100 400

2

Fagus engleriana 너도밤나무 85.12 16.33 - 0.92 102.40

Tilia insularis 섬피나무 2.50 - 76.49 0.69 79.68

Acer takesimense 섬단풍나무 - 14.22 23.51 1.32 39.05

Acer pictum subsp. mono 고로쇠나무 6.83 17.82 - 0.69 25.34

Prunus takesimensis 섬벚나무 - 21.07 - 0.23 21.30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산마늘 - - - 18.88 18.88

Sorbus commixta 마가목 2.98 10.65 - 1.81 15.45

Cornus macrophylla 곰의말채나무 - 15.09 - 0.23 15.32

Dryopteris crassirhizoma 관중 - - - 9.14 9.14

Majanthemum dilatatum 큰두루미꽃 - - - 7.80 7.80

Hydrangen petiolaris 등수국 - - - 6.68 6.68

Styrax obassia 쪽동백나무 - 4.83 - 0.69 5.52

Hepatica maxima 섬노루귀 - - - 3.58 3.58

Phryma teptostachya var. asiatica 파리풀 - - - 3.13 3.13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눈개승마 - - - 3.08 3.08

Solidago virgaurea subsp. gigantea 울릉미역취 - - - 2.84 2.84

Polystichum polyblepharum 나도히초미 - - - 2.83 2.83

Cornus controversa 층층나무 2.58 - - 0.23 2.81

others - - - 35.22 35.22

Total 100 100 100 100 400

*T; Tree, ST; Subtree, S; Shrub, H; H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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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성종들의 생태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출한

중요치는 Table 2와 같다. 식생단위 1은 교목층에서 너도

밤나무가 59.61%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로

쇠나무가 16.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교목층은 교

목층과 마찬가지로 너도밤나무가 49.02%로 가장 높았으

며, 관목층에서는 섬단풍나무가 26.72%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본층에서는 일색고사리가 21.3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마늘이 12.30%으로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식생단위 2의 눈개승마소군은 교목층에서

너도밤나무가 85.12%로, 초본층에서는 산마늘이 18.88%

Table 2. Continued.

Unit  Scientific name Common name
Layer

Total
T ST S H

3

Camellia japonica 동백나무 - 11.05 25.05 3.70 39.81

Acer pictum subsp. mono 고로쇠나무 21.92 10.65 5.86 0.52 38.95

Fagus engleriana 너도밤나무 18.40 13.33 5.17 1.90 38.81

Tsuga sieboldii 솔송나무 16.67 8.04 12.91 0.17 37.78

Acer takesimense 섬단풍나무 2.48 14.66 6.50 2.12 25.76

Sorbus amurensis 당마가목 4.67 13.63 4.59 1.78 24.67

Prunus takesimensis 섬벚나무 9.04 10.08 3.83 0.17 23.12

Pinus parviflora 섬잣나무 21.34 - - 1.75 23.09

Tilia insularis 섬피나무 4.25 5.75 10.73 0.86 21.59

Taxus cuspidata 주목 - - 17.26 0.54 17.80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산마늘 - - - 13.3 13.30

Carex boottiana 밀사초 - - - 9.56 9.56

Celtis jessoensis 풍게나무 - 3.47 2.12 0.37 5.96

Hovenia dulcis 헛개나무 - 5.60 - 0.17 5.78

Styrax obassia 쪽동백나무 - 2.47 1.84 0.89 5.21

Neolitsea sericea 참식나무 - - 1.19 0.68 1.87

Morus bombycis 산뽕나무 - - 1.76 - 1.76

Cornus controversa 층층나무 - 1.27 - 0.35 1.62

Aucuba japonica 식나무 - - 1.19 0.37 1.56

phellodendron insulare 섬황벽나무 1.23 - - - 1.23

others - - - 60.79 60.79

Total 100 100 100 100 400

4

Acer pictum subsp. mono 고로쇠나무 44.92 12.02 7.92 1.02 65.88

Tilia insularis 섬피나무 3.80 20.37 36.53 0.34 61.03

Acer takesimense 섬단풍나무 - 15.58 15.39 1.52 32.48

Sorbus amurensis 당마가목 - 21.55 8.94 0.60 31.08

Styrax obassia 쪽동백나무 - 12.20 11.84 1.02 25.07

Prunus takesimensis 섬벚나무 13.32 - 11.08 0.60 24.99

Majanthemum dilatatum 큰두루미꽃 - - - 19.72 19.72

Alnus maximowiczii 두메오리나무 4.98 13.53 - - 18.52

Pinus thunbergii 곰솔 16.59 - - - 16.59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산마늘 - - - 9.20 9.20

Pinus densiflora 소나무 7.74 - - 0.60 8.34

Camellia japonica 동백나무 - - 8.30 - 8.30

phellodendron insulare 섬황벽나무 2.93 4.75 - - 7.68

Celtis jessoensis 풍게나무 5.71 - - 1.52 7.22

Dystaenia takeshimana 섬바디 - - - 6.57 6.57

Disporum sessile 윤판나물아재비 - - - 6.36 6.36

Hydrangen petiolaris 등수국 - - - 4.48 4.48

Phryma teptostachya var. asiatica 파리풀 - - - 3.99 3.99

Hedera rhombea 송악 - - - 3.05 3.05

Pueraria thunbergiana 칡 - - - 2.20 2.20

others - - - 37.23 37.23

Total 100 100 100 1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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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각 전체 식생단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단위

3은 교목층에서 섬잣나무가 약 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너도밤나무와 솔송나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

교목층에서는 섬단풍나무가 1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당마가목, 너도밤나무, 동백나무 순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었고, 관목층에서는 동백나무가 25.05%로 가장 높

았고, 초본층은 산마늘이 1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단위 4는 교목층에서 고로쇠나무가 44.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곰솔, 섬벚나무, 소나무 순으로 나타

났으며, 아교목층에서는 당마가목, 섬피나무, 섬단풍나무,

두메오리나무 순으로 나타났고, 초본층은 큰두루미꽃이

19.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산마늘이 9.2%로 나

타났다. 식생단위 5는 교목층에서 신갈나무가 48.21%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교목층 이하에서는

당단풍나무, 함박꽃나무, 당마가목, 까치박달 등의 수종들

이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산마늘의 중요치가 비교적 높은 식생단위 1, 2, 3, 4는

울릉도지역으로 중요치가 약 10% 내외로 높게 나타난 반

면, 식생단위 5는 육지의 함백산지역으로 산마늘의 중요

치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산마늘의 중요치가

18.88%로 가장 높게 나왔던 식생단위 2는 상록성식물종

이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에 나타나지 않았고, 초본층

에서도 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비록 산마늘이 비교적

많이 출현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자생지의 임분구조를 파

악하고자 하였으나, 울릉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산마늘

중요치가 낮게 나타난 지역은 섬잣나무, 솔송나무, 주목,

곰솔, 소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중요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3. 종다양도

Table 3은 구분된 식생단위별 군락의 성숙도와 안정도

를 나타내는 종다양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식생단위별

종다양도지수를 보면 눈개승마소군(식생단위 2)이 0.4177

로 가장 낮았고, 동백나무소군(식생단위 3)이 0.7230으로

가장 높았고, 우점도는 난티나무소군(식생단위 1)과 눈개

승마소군(식생단위 2)이 우점도는 0.3내외로 2~3종이 우

점하고 있으며, 동백나무소군(식생단위 3)과 두메오리나

무군(식생단위 4)는 0.2내외로 다수의 종이 우점하였고,

신갈나무군락(식생단위 5)는 0.138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여러 종이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ntinued.

Unit  Scientific name Common name
Layer

Total
T ST S H

5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 45.76 27.54 1.15 74.45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48.21 8.90 8.34 0.40 65.85

Magnolia sieboldii 함박꽃나무 - - 31.67 0.81 32.48

Carpinus cordata 까치박달 4.94 6.31 15.48 0.40 27.13

Sorbus amurensis 당마가목 6.58 10.92 - 0.40 17.91

Cornus controversa 층층나무 4.94 - 9.39 0.40 14.73

Acer barbinerve 청시닥나무 6.02 5.97 - 0.74 12.73

Betula ermani 사스래나무 10.29 - - - 10.29

Betula costata 거제수나무 9.78 - - - 9.78

Tilia amurensis 피나무 9.24 - - - 9.24

Euonymus macroptera 나래회나무 - 6.91 - 0.81 7.72

Acer tschonoskii var. rubripes 시닥나무 - 6.09 - 0.74 6.83

Sasa borealis 조릿대 - - - 6.69 6.69

Saussurea tanakae 당분취 - - - 5.69 5.69

Viola diamantica 금강제비꽃 - - - 5.55 5.55

Tilia taquetii 뽕잎피나무 - 4.57 - - 4.57

Pinus koraiensis 잣나무 - 4.57 - - 4.57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눈개승마 - - - 3.54 3.54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산마늘 - - - 2.64 2.64

others - - - 70.02 70.02

Total 100 100 100 100 400

Table 3. Values of species diversity in each vegetation unit.

Vegetation
unit

Relevé H' Hmax' J' 1-J'

1 10 0.4743 0.6794 0.6927 0.3073 

2 10 0.4177 0.6180 0.6537 0.3463 

3 16 0.7230 0.9034 0.7973 0.2027 

4 8 0.5804 0.7740 0.7498 0.2502 

5 4 0.6387 0.7623 0.8616 0.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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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간 연관관계

산마늘 자생지의 환경요인과 관계없이 종 상호간에 친

소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군락유형별로 표징종과 식

별종 및 중요치가 높게 나온 종들 27개의 종을 대상으로

종간연관에 대한 Chi-square matrix와 성좌표를 분석한 결

과(Figure 4),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졌다. Figure 5는 본

산마늘 자생에 출현하는 종간의 결합관계를 바탕으로 친

화력이 강한 종들의 성좌표를 작성한 것으로 그룹I은 산

마늘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당마가목, 고로쇠나무, 섬

단풍, 너도밤나무, 섬노루귀, 등수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룹II는 산마늘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신갈나무, 당

단풍나무, 당분취 등이고, 그룹III도 산마늘과 음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섬잣나무와 동백나무, 보리밥나무로 나타났다. 

종간 상관관계의 결과를 토대로, 산마늘 자생지의 보존

및 보호할 때 산마늘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종들끼리

어울려 생육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합자연성이 높

은 관리방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김지홍, 1993). 산

마늘과 고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룹II와 그룹

III는 서로 다른 서식처를 가지고 생육한다고 추정할 수 있

다. 그룹II의 식물종은 식생단위 5의 신갈나무군락의 표징

종 및 식별종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육지의 함백산지역

으로 산마늘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룹I과 다른 서

식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룹III의 식물종은 모두 상

록성수종으로 고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산마늘

과 함께 생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산마늘 재배지 환경

조성 시에도 이러한 기초 생태정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울릉도와 함백산의 산마늘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 산

림식생을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종조성에 의해 분

석한 결과, 산마늘군락군에서 고로쇠나무군락과 신갈나무

군락으로 대별되었으며, 대별된 두 군락은 지역적으로 고

로쇠나무군락은 울릉도지역으로 신갈나무군락을 함백산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고로쇠나무군락은 다시 너도밤나무

군과 두메오리나무군으로 분류되었으며, 너도밤나무군은

난티나무소군, 눈개승마소군, 동백나무소군으로 세분되어

Figure 4. Chi-square matrix for 27species found in 48stands of studied areas.

Figure 5. The constellations showing interspecific association

where, the species connected by line were positively correlated as
determined by application of the chi-square test (The abbreviation

words in circles indicate each species in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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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식생단위로 나누어졌다.

각 식생단위별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울릉도지역으로

분류된 고로쇠나무군락의 너도밤나무군(식생단위 1, 2, 3)

에서 초본층의 산마늘 중요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두메오리나무군(식생단위 4)은 9.20%로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각 군락이 전체적으로 사면상부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식생단위 4는 사면하부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었고, 초본층에서 교란지 및 임연부 출현종인 큰

두루미꽃의 중요치가 19.72%로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내

고 있었다. 

함백산지역으로 구분된 신갈나무군락(식생단위 5)은 전

체 식생단위 중 산마늘의 중요치가 2.64%로 가장 낮았으

며, 종다양도지수는 0.63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우점

도지수가 0.138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여러 종이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마늘의 중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눈개승마소

군(식생단위 2)은 교목층과, 아교목층, 관목층에 상록성식

물종이 나타나지 않았고 초본층에서도 5%이라고 낮게 나

타났으며, 눈개승마, 서덜취 등 아고산성식물종이 표징종

및 식별종으로 구분되었고, 종다양도지수가 0.4177로 가

장 낮게 나타났고, 우점도가 0.3내외로 우점종이 2~3종으

로 나타났다. 

임분 하층의 광 조건은 하층 식물의 발생과 생리 상태

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하층 식물의 발생과 생장에 필요

한 광선의 요구 정도는 종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최정호, 2001), 광 환경의 제한을 받은 임분의 하층인 초

본층 식물의 상층 식물종 구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산마늘은 강한 광도에서 광 저해현상으로 광합성 능

력이 떨어지고 저해되며, 고광보다는 저광에서 생육이 양

호한 음지식물(권기원 등, 2009)이기 때문에 교목층 상관

우점종이 곰솔, 섬잣나무, 솔송나무 등인 지역에서도 자생

하고 있으나, 울릉도지역에서 전체 조사지 중 산마늘의 중

요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지역은 섬잣나무, 솔송나무,

주목, 곰솔, 소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중요치가

각 층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4~5월경 나뭇잎

이 나기 전까지는 양지이고 6월 이후 일광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음지의 서늘한 지역으로 교목층에 나도밤나무,

고로쇠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며, 초본층 이상에

서 상록성 식물종의 중요치가 너무 높지 않은 지역이 산

마늘이 자생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각 식

생단위별 중요치가 높은 종과 표징종 및 식별종으로 분석

한 종간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마늘과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종은 대부분 수분요구도가 큰 고로쇠나무, 섬

단풍, 등수국, 일색고사리 등의 계곡성 식물종과 당마가목,

서덜취, 눈개승마, 헐떡이풀 등의 아고산대 식물종으로 토

습과 공중습도가 높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식물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산마늘이 생육하는데 있어 토습과 공

중습도가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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