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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한 자생 향나무의 산림식생 관리방안을 위해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군락단위 및 그 하위단위를

분류하고, 식생유형별 피도값을 이용하여 NMS와 지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향나무군락군은 총 2개 군락과 4개 군

및 6개의 소군으로의 분류체계를 가졌으며 총 7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NMS 분석결과 설명률이 높은 1축

(13.8%) 및 2축(69%) 으로 나타내었으며, 종합설명력은 31%로 나타났으며, 내륙(동강)지역, 동해안지역과 울릉도지역

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식생단위별 지표종을 분석한 결과 89종이 유의성 있게 분석되었다. 식생단위별 종

다양도, 균재도, 종내경쟁 등을 분석한 결과 종다양도에서는 회양목군락 굴참나무군의 하위단위인 개박달나무소군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곰솔군락 쥐똥나무소군의 하위단위인 전형소군이 0.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간 경쟁

지수에서는 분꽃나무군이 0.46으로 가장 작았고, 섬벚나무소군이 0.80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전체적으로 0.7내외

로 나타났다. 

Abstract: Juniperus chinensis forest were classified into 1 community group, 2 communities, 4 groups, 6 subgroups,

and 7 vegetation units by phytosociological analysis(the method of ZM schools) with 79 vegetation data in south

korea. By NMS analysis it appeared at first axis (13.8%) and second axis (69%) and comprehensive explanatory

power was 31%. It was shown clearly in Donggang region, the East sea region and the Ulleungdo region. In

INSPAN(Indicator species Analysis) of vegetation unit, 89 species were analyz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sult of species diversity, evenness, dominance value, interspecific-competition and other related analyses for

vegetation unit, the species diversity of vegetation unit 4 showed the lowest value 0.667, while the value of

vegetation unit 6 showed the highest value 1.174. The dominance value of vegetation unit 7 showed the lowest

value 0.163 and most vegetation units are on about 0.7, while the value of vegetation unit 1 showed highly

above 0.8.

Key words : phytosociology, cliff, NMS, INSPAN, species diversity

서 론

향나무속(Juniperus L.)은 측백나무과에서 가장 대표적

인 속(Genera)이며 전 세계적으로 67종 37변종이 북반구

고산지대에서 해안가의 낮은 저지대에 까지 널리 분포하

고 있다(Adams, 2011).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해안지역

에서 북부고산지대의 산정(山頂)까지 널리 생육·식재하

고 있는 상록성 교목 또는 관목이다(Uyeki, 1926; Lee,

1986; Hong et al., 199: Hong, 2005; Ulleunggun, 2007;

Hyun, 1998; Lim, 1996; Lee and Lim, 2002). 

우리나라의 향나무속은 잎의 침엽과 인엽, 줄기의 직

립과 복와(伏臥)의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KNA, 2010; Lee, 1980; Lee, 1996), 국립수목원 국가

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은 향나무속

을 6종 5변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공시재료인 향

나무(J. chinensis L.)는 자중이주로서 인엽과 침엽을 가

지고 있으며, 상록성 교목 또는 관목으로서 종자는 2년

성숙 2년 발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Lee, 1980; KN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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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의 식생, 군락 및 군집 생태학에 관한 연구를

보면, 홍성천(Hong et al., 1991)은 통구미 일대 향나무

의 군락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중효(Lee, 2005)는 울릉도

향나무 자생지의 보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종원(Kim,

2006)은 해안단애의 향나무림을 향나무 아군집으로 분

류하고, 향나무 아군집은 울릉도의 깃대군락(flagship

community)으로 유용한 자연자원이라고 보고하였다. 최

병기(Choi, 2008)와 조현제(Cho et al., 2011a)는 울릉

도에 자생하는 일부 향나무식생만 연구를 하였으며, 윤

충원(Yun et al., 2011)은 동강유역에만 분포하는 향나무

식생의 군락분류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에 자생하는 향나무개체의 일부지역에서만 조사되었으

며, 현재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조사된 자생 향나무의

군락 및 군집, 개체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중효(Lee, 2005)는 왜인들의 도벌(盜伐)과 해방

후 연료채취, 공예 및 분재소재용 등으로 남벌(濫伐)된

결과 현재 인위적 접근이 어려운 해안 단애 상부에 국

소적 유적군락으로 생육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단애에만 자생하는 향나무는 해안도로 건설

과 제방시설구축, 동결융해작용(凍結融解作用)과 풍식

등의 인위적·자연적 교란에 의하여 개체수 감소의 위

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향나무의 군락유

형을 분류하고, 생태적 특성을 구명하여 향나무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향나무의 자연집단의 지리적 분

포역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과 표본자료를 수

집하였다. 표본자료는 국립수목원 식물표본관, 서울대학

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식물표본관, 서울대학교 농업

생명과학대학 임학과 식물표본관, 강원대학교 식물표본

관, 성균관대학교 식물표본관, 산림과학원, 경북대학교

식물표본관, 이화여대 식물표본관, 경원대학교 식물표본

관, 충북대학교 식물표본관 등에서 200여 표본을 확인

하였다. 문헌과 표본조사를 통행 현지 분포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오동정과 식재되어 있는 종은 자생지에서 제

외 시켰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륙(동강), 동해안, 울릉도 3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8개 시·군에서 조사를 실시하

였다. 향나무의 내룩조사는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의 동

강 주변 하식애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동해안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의 동해안 해안가의 해식애에서 조사하였

다. 울릉도는 울릉읍 도동부터 북면 죽암까지 울릉도의 해

안도로를 따라 해식애와 시스택(sea stack)을 조사하였다

(Figure 1). 

2. 조사지 기후

우리나라의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한 기후로 삼면이 바다

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가 많아 위치·지형에 따라 기후인

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후구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포조사에서 자생지로 확인된 정선, 평창, 강릉, 동행, 삼

척, 울진, 영덕, 경주, 안동, 울릉도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

지역을 선정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Walter

(1979)의 Climate diagram을 작성하였다(KMA, 2012). 조사

지 일대의 기상자료로 ① 영월기상관측소 17년간(1995~2011)

자료, ② 강릉기상관측소 20년간(1992~2011)자료, ③ 동

해기상관측소 20년간(1992~2011)자료, ④ 울릉도기상관

측소 20년간(1992~2011)자료, ⑤ 울진기상관측소 20년간

(1992~2011)자료, ⑥ 영덕기상관측소 20년간(1992~2011)

자료, ⑦ 안동기상관측소 20년간(1992~2011)자료를 이용

하였다.

7개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강릉이 13.3oC로 가장 높았

고, 영월이 10.8oC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동해, 울릉도,

울진, 영덕, 안동의 연평균 기온은 각각 12.7oC, 12.6oC,

12.8oC, 12.9oC, 12.1oC으로 나타났다(Figure 2). 연평균 강

수량은 강릉이 1,487 mm로 가장 높았으며, 안동이 1,077

mm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영월, 동해, 울릉도, 울진, 영

덕의 연평균 강수량은 각각 1,274 mm, 1,279 mm, 1,408

mm, 1,170 mm, 1,093 mm로 나타났다.

3. 야외조사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12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향나무자생지를

대상으로 식물사회학적 방법(Ellenberg, 1956; Braun-

Blanquet, 1964)에 따라 지형, 생태적 밀도, 해발 등의 입

지환경을 고려하여 79개 조사구(10×10 m)를 선정하였다.

식생조사법에 따라 조사구체 출현하는 종의 피도(coverage)

와 우점도 계급(dominance)을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총 79개의 식생자료를

Ellenberg(1956)의 표조작법과 Hill(1979)의 TWINSPAN

(Two-Way Indicator Species Analysis)를 이용하여 소표

(raw table),로부터 여러 단계의 표조작과정을 거쳐 최종적

으로 상재도로 타나낸 식별표를 작성하여 향나무군락의

식생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식생 유형별 피도값을 이용하여 NMS 분석을

실시하다. NMS은 비정량적다차원척도분석(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S)법으로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운 생태학적 자료에 적절한 분석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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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Cho et al., 2011b; Anderson, 2001). 서열분

석은 Sorensen의 거리척도를 이용하였고. PC-ORD 프로

그램의 “slow and through” 옵션을 이용하였다(McCune

and Mefford 1999). 그리고 각 식생유형별 유의한 종을 구

분하기 위하여 지표종분석(INSPAN:INdicator SPecie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식생그룹과 3개 지역

의(울릉도, 동해안, 동강)에 대한 다양성, 우점도 등을 분

석하기 위하여 종다양도지수(Shannon, 1949), 최대 종다

양도, 균재도, 우점도, 종풍부도, 종간경쟁지수와 종내경

쟁지수(Hurlbert, 1971)를 분석하였다(Brower and Zar,

1977).

결과 및 고찰

1. 식생군락 유형분류

우리나라 자생 향나무 산림식생의 관리방안을 위해

조사된 79개의 식생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단계의 표조

작법에 의해 식별표(differential table)로 분류하였다

(Table 1). 

향나무(J. chinensis)군락군은 향나무, 댕댕이덩굴, 산쑥, 제

비쑥, 산뽕나무, 담쟁이덩굴을 표징종(character species)으로

하며, 곰솔(Pinus thunbergii)군락과 회양목(Buxus koreana)군

락으로 구분되었다. 곰솔군락은 보리밥나무(Elaeagnus

Figure 1. Distribution map of populations of J. chinensis in Korea (a; Donggang, B; East sea, C: Ulleung-do, D: Uise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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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phylla)군과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군으로 세

분되었으며, 회양목군락은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군

과 분꽃나무(Viburnum carlesii)군으로 세분되었다. 보리밥

나무군은 섬벚나무(Prunus takesimensis)소군과 전형소군

(Typical)으로 세분되었으며, 쥐똥나무군은 밤나무(Castanea

crenata)소군과 전형소군으로 세분되었다. 굴참나무군은

들메나무(Fraxinus mandshurica)소군과 개박달나무(Betula

chinensis)소군으로 세분되었다. 조사지역내의 향나무군락

군은 총 2개 군락과 4개 군 및 6개 소군으로 분류되어 총

7개의 식상단위로 구성되었다.

1) 향나무군락군(Juniperus chinensis community group)

본 군락군은 향나무, 댕댕이덩굴, 산쑥, 제비쑥, 산뽕나

무, 담쟁이덩굴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1에 의해 구분

된 군락군으로 해안가의 해식애에 주로 분포하는 곰솔군

락과 동강지역 석회암 지대 하식애에 분포하는 회양목군

락으로 구분되었다. 

전반적인 입지적 특성을 보면 해발 2~530 m에서 조사

되었으며, 사면 경사는 50° 이상의 하식애와 해식애의 등

의 단애에서 조사되었다. 조사된 지점은 절벽 밑에서 부

터의 높이는 1~125 m였으며, 사면방향은 전 사면에서 조

Figure 2. Climate diagram of 7 sites near study (① Yeongwol, ② Gangneung, ③ Donghae, ④ Ulleung, ⑤ Uljin, ⑥ Yeongdeok, ⑦
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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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임분구조의 특성으로는 절벽부와 급경사지에서

는 교목층 평균수고 9 m, 평균흉고직경 16 cm, 평균식피

율 45%로 낮게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에서는 평균수고 5

m, 평균흉고직경 10 cm, 평균식피율 39%로 조사되었다.

산정부·주능선부 및 해식애와 하식애에 부분적으로 잔

존하고 있는 향나무가 유적군락(rlict community)으로 생

Table 1. Differentiated constancy table of Juniperus chinensis L. in the South korea.

Community group JUCH

Community PITH BUKO

Group ELMA LIOB QUVA
VICA

Subgroup PRTA Typical CACR Typical FRMA BECH

Vegetation unit 1 2 3 4 5 6 7 korean name

Altitude(m) 26 50 15 13 248 367 248

Aspect(°) 227 170 136 103 24 88 218

Slope degree(°) 73 76 54 69 43 60 75

Height from land(m) 32 43 10 12 8 73 11

Bare rock(%) 46 45 20 26 63 48 53

litter depth(cm) 3 2 4 4 3 4 3

Coverage of tree layer(%) 50 46 61 26 32 56 23

Coverage of subtree layer(%) 33 - 38 40 23 39 -

Coverage of shurb layer(%) 35 33 41 33 31 36 43

Coverage of herb layer(%) 52 52 54 50 58 34 46

Hight of tree layer(m) 8 5 11 9 9 7 5

Hight of subtree layer(m) 5 - 5 6 5 4 -

Hight of shrub layer(m) 2 2 2 2 2 2 2

D.B.H of tree layer(cm) 13 13 22 11 15 19 18

D.B.H of subtree layer(cm) 12 - 7 6 6 9 -

D.B.H of shrub layer(cm) 3 4 2 3 2 2 3

Number of species 16 15 26 16 26 20 18

Number of Releves 12 27 10 15 6 5 4

1.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Juniperus chinensis forest vegetation type;

Juniperus chinensis V+4 V14 V14 V+3 V+2 V+3 413 향나무

Cocculus trilobus II+1 II++ V+1 IV++ III++ - - 댕댕이덩굴

Artemisia montana III+1 II++ III++ II++ II++ - - 산쑥

Artemisia japonica I++ I++ III++ II++ I++ - 4++ 제비쑥

Morus bombycis var. bombycis - R++ II++ I++ IV+1 III++ - 산뽕나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 I++ V+3 IV+3 III++ I++ - 담쟁이덩굴

2.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Pinus thunbergii forest vegetation type;

Pinus thunbergii III+2 II+2 IV+4 V+3 - - - 곰솔

Calystegia soldanella II12 I++ I++ I+1 - - - 갯메꽃

Aster sphathulifolius V+2 V+3 IV+1 IV+1 - - - 해국

Miscanthus sinensis var. sinensis IV+3 II+1 I++ I+1 - - - 참억새

Euonymus japonicus III+2 IV+2 IV+2 I++ - - - 사철나무

Artemisia japonica subsp. littoricola V+3 V+2 II++ I++ - - - 갯제비쑥

Lilium lancifolium IV++ II++ I++ I++ - - - 참나리

Conyza sumatrensis I++ I++ I++ I++ - - - 큰망초

Celtis jessoensis I+1 I11 II+2 I++ - - - 풍게나무

Elymus dahuricus I++ I++ I++ I++ - - - 갯보리

Bromus japonicus I++ II+2 II++ - - - - 참새귀리

Sedum oryzifolium I++ II+1 I++ - - - - 땅채송화

Oxalis corniculata I++ I++ IV++ - - - - 괭이밥

Dactylis glomerata I++ R++ I++ - - - - 오리새

*JUCH:Juniperus chinensis, PITH:Pinus thunbergii, BUKO:Buxus koreana, ELMA:Elaeagnus macrophylla, LIOB:Ligustrum obtusifo-
lium, QUVA:Quercus variabilis, VICA:Viburnum carlesii, PRTA:Prunus takesimensis, CACR:Castanea crenata, FRMA:Fraxinus mand-
shurica, BECH:Betula 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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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여 이들이 교목층과 아교목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관

목층에서는 평균수고 2 m, 평균흉고직경 3 cm, 평균식피

율 35%로, 초본층은 평균식피율이 51%로 조사되었다. 전

체적인 임분구조의 특성을 보면 수고와 식피율이 낮고, 흉

고직경이 크게 나왔는데 이러한 이유는 좁은 서식처, 얕

은 토심, 수분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육환경의 변화로 형

Table 1. Continued.

Vegetation unit 1 2 3 4 5 6 7 Korean name

3.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Elaeagnus macrophylla forest vegetation type;

Elaeagnus macrophylla V+3 V+2 - - - - - 보리밥나무

Sedum takesimense V+1 V+2 - - - - - 섬기린초

Berberis amurensis var. latifolia II+1 III+3 - - - - - 왕매발톱나무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II++ III+1 - - - - - 꿩의다리

Festuca rubra II+1 III+3 - - - - - 왕김의털

Allium senescens var. senescens I++ II+1 - - - - - 두메부추

Orostachys iwarenge I++ II++ - - - - - 연화바위솔

Poa takeshimana III+1 II+1 - - - - - 섬포아풀

Silene takeshimensis II++ III+1 - - - - - 울릉장구채

Poa ullungdoensis I++ II+1 - - - I++ - 울릉포아풀

Lonicera insularis III+3 II+2 - - - - - 섬괴불나무

Vitis coignetiae III+2 II++ - - - - - 머루

Carex boottiana I++ II+2 - - - - - 밀사초

Dianthus longicalyx II++ I++ - I++ - - - 술패랭이꽃

Cyrtomium falcatum II++ I+1 I++ - - - - 도깨비쇠고비

Fallopia sachalinensis III+1 R++ - - - - - 왕호장근

Farfugium japonicum II+1 R++ - - - - - 털머위

Dystaenia takesimana III++ I++ - - - - - 섬바디

Aster glehni II+1 I+1 - - - - - 섬쑥부쟁이

Broussonetia papyrifera I11 I++ - - - - - 꾸지나무

Ligustrum foliosum f. foliosum I++ I++ - - - - - 섬쥐똥나무

4.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Prunus takesimensis forest vegetation type;

Prunus takesimensis III12 - - - - - - 섬벚나무

Rubus takesimensis III+1 - - - - - - 섬나무딸기

Orobanche coerulescens I++ - - - - - - 초종용

Festuca arundinacea I++ - - - - - - 큰김의털

Hovenia dulcis I11 - - - - - - 헛개나무

Cayratia japonica I+1 - - - - - - 거지덩굴

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I+1 - - - - - - 말오줌나무

5.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Ligustrum obtusifolium forest vegetation type;

Ligustrum obtusifolium - - IV+1 II+1 - - - 쥐똥나무

Lonicera japonica - - III++ III++ - - - 인동덩굴

Arundinella hirta - - II++ IV+2 - - 1++ 새

Artemisia scoparia - - IV++ IV++ - - - 비쑥

Rosa multiflora var. multiflora - - I+1 III+1 - - - 찔레꽃

Bidens bipinnata - - II++ I++ - - - 도깨비바늘

Sedum kamtschaticum - - III+1 IV+2 I++ - - 기린초

Artemisia capillaris Thunb. - - III+2 I+1 II++ - - 사철쑥

Ampelopsis brevipedunculata - - III++ I++ III++ - - 개머루

Galium verum var. asiaticum - - I++ I++ I++ - - 솔나물

Aster hispidus - - II++ II++ - - - 갯쑥부쟁이

Festuca ovina var. ovina - - I++ II++ - - - 김의털

Dendranthema boreale - - II++ I++ - - - 산국

Smilax china - - II++ II+1 - - - 청미래덩굴

Calystegia hederacea - - II++ I++ - - - 애기메꽃

Rosa rugosa var. rugosa - - I++ I++ - - - 해당화

Celastrus orbiculatus - - I++ I++ - - 1++ 노박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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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인 특성이 환경에 적응된 것으로 사료된다(Kolbek and

Valachovi , 1996; Kim, 2008).

2) 곰솔군락(Pinus thunbergii community)

본 군락은 상위단위인 향나무군락군에서 종군 2의 식

별종인 곰솔, 갯메꽃, 해국, 참억새, 사철나무, 갯제비

쑥, 풍게나무 등의 상재도와 우점도가 상대적으로 높

아 구분된 군락이다. 본 군락은 보리밥나무, 기린초 왕

매발톱나무, 섬기린초, 꿩의다리, 왕김의털, 섬포아풀,

섬괴불나무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3의 보리밥나

c

ê

Table 1. Continued.

Vegetation unit 1 2 3 4 5 6 7 Korean name

Rhaponticum uniflorum - - I++ I++ - I++ - 뻐꾹채

Cnidium japonicum - - II++ I++ - - - 갯사상자

Arabis stelleri - - II++ I++ - - - 갯장대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 - II++ I++ - - - 엉겅퀴

6.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Castanea crenata forest vegetation type;

Castanea crenata - - II+1 - - - - 밤나무

Atriplex gmelinii - - III++ - - - - 가는갯는쟁이

Commelina communis I++ - III++ - - - - 닭의장풀

Plantago camtschatica - - II++ - - - - 개질경이

Setaria viridis var. pachystachys - - II++ - - - - 갯강아지풀

Rumex crispus - - II++ - - - - 소리쟁이

Corydalis platycarpa - - II++ - - - - 갯괴불주머니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 - II++ - - - - 금불초

Metaplexis japonica - - II++ - - - - 박주가리

Acalypha australis - - I++ - - - - 깨풀

Asplenium incisum - - I++ - - - - 꼬리고사리

Veronica linariifolia for. linariifolia - - I++ - - - - 꼬리풀

7.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Buxus koreana forest vegetation type;

Buxus koreana - - - - V+1 V+2 4+3 회양목

Ulmus macrocarpa - - - - V+1 II12 2+1 왕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 - - - I++ I11 212 느릅나무

Spiraea chinensis - - - - V++ IV+1 3++ 당조팝나무

Trichophorum dioicum - - - - V+3 V+1 422 동강고랭이

Gypsophila oldhamiana - - - - II++ III++ 4++ 대나물

Mukdenia rossii - - - - III++ II++ 4+1 돌단풍

Fraxinus rhynchophylla - - - - IV+1 III+1 2+2 물푸레나무

Potentilla rugulosa - - - - III++ II+1 2++ 당양지꽃

8.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Quercus variabilis forest vegetation type;

Quercus variabilis - - - - V14 IV+2 - 굴참나무

Lespedeza maximowiczii - - - - III+1 II+1 - 조록싸리

Abelia coreana - - - - IV+1 II+1 - 털댕강나무

Pulsatilla tongkangensis - - - - II++ III++ - 동강할미꽃

Lindera obtusiloba Blume - - - I++ V+2 II+1 - 생강나무

Securinega suffruticosa - - - - V+1 I++ - 광대싸리

Isodon inflexus - - - I++ II++ I++ - 산박하

Asparagus schoberioides - - - - II++ I++ - 비짜루

Crepidiastrum denticulatum - - - - II++ I++ - 이고들빼기

9.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Fraxinus mandshurica forest vegetation type;

Fraxinus mandshurica - - - - III+1 - - 들메나무

Weigela subsessilis - R++ - - III++ - - 병꽃나무

Dendranthema zawadskii var. zawadskii - - - - IV++ - - 산구절초

Aster yomena - - - - IV++ - - 쑥부쟁이

Elaeagnus umbellata - - - - III++ - - 보리수나무

Sanguisorba tenuifolia - - - - III++ - - 가는오이풀

Equisetum palustre - - - - II+1 - - 개쇠뜨기

Lonicera maackii - - - - II++ - - 괴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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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laeagnus macrophylla)군과 종군 5의 쥐똥나무,

인동덩굴, 새, 비쑥, 기린초, 사철쑥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군으로 구분되

었다. 

3) 보리밥나무군(Elaeagnus macrophylla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곰솔군락에서 보리밥나무, 왕매발

톱나무, 꿩의다리, 왕김의털, 섬포아풀, 울릉장구채, 섬괴

불나무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3에 의해 구분된 군으

Table 1. Continued.

Vegetation unit 1 2 3 4 5 6 7 Korean name

Gleditsia japonica - - - - II++ - - 주엽나무

Lespedeza cuneata - - - - II++ - - 비수리

Hemerocallis fulva - - - - II++ - - 원추리

Erigeron annuus - - - - I++ - - 개망초

Sophora flavescens - - - - I++ - - 고삼

Vicia venosa var. cuspidata - - - - I++ - - 광릉갈퀴

Melampyrum roseum - - - - I++ - - 꽃며느리밥풀

Maackia amurensis var. amurensis - - - - I++ - - 다릅나무

Cheilanthes argentea - - - - I++ - - 부싯깃고사리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 - - - I++ - - 신나무

Isodon excisus - - - - I++ - - 오리방풀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mucronulatum - - - - I++ - - 진달래

Adenophora verticillata - - - - I++ - - 층층잔대

Lathyrus davidii - - - - I++ - - 활량나물

10.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Betula chinensis forest vegetation type;

Betula chinensis - - - - - I11 - 개박달나무

Melampyrum roseum var. japonicum - - - - - II++ - 수염며느리밥풀

Rhus javanica - - - - - II++ - 붉나무

Libanotis coreana - - - - - II++ - 털기름나물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 - - - - I++ - 갈퀴꼭두서니

Nepeta cataria - - - - - I++ - 개박하

Clerodendrum trichotomum - - - - - I++ - 누리장나무

Asplenium rutamuraria - - - - - I++ - 돌좀고사리

Picrasma quassioides - - - - - I++ - 소태나무

Scabiosa tschiliensis - - - - - I++ - 솔체꽃

Viola variegata var. variegata - - - - - I++ - 알록제비꽃

Rhamnus yoshinoi - - - - - I++ - 짝자래나무

11.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Viburnum carlesii forest vegetation type;

Viburnum carlesii - - - - - - 2++ 분꽃나무

Vicia amurensis - - - - - - 2++ 벌완두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 - - - - - 3++ 솔새

Allium tuberosum - R++ I++ - - - 3++ 부추

Cynanchum ascyrifolium - - - - - - 1++ 민백미꽃

Artemisia stolonifera - - - - - - 1++ 넓은잎외잎쑥

12.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Juniperus rigida forest vegetation type;

Juniperus rigida - - - - - I++ 2+1 노간주나무

Cleistogenes hackelii - - - - - I++ 3++ 대새풀

Aster meyendorfii - - - - - II++ 3++ 개쑥부쟁이

Patrinia rupestris - - - - - II+1 3++ 돌마타리

Dendranthema sichotense - - - - - II++ 1++ 바위구절초

13.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Pinus densiflora forest vegetation type;

Pinus densiflora - - - I11 I11 IV+3 212 소나무

Artemisia gmelini - - - I++ I++ III++ 3++ 더위지기

14. Companions species group;

Setaria viridis var. viridis - I++ - I++ II++ - - 강아지풀

Pueraria lobata - R++ I++ I++ I11 - - 칡

The other 60 companion species among total of 230 specie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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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리밥나무군은 다시 섬벚나무소군과 전형소군으로

구분되었다. 

4) 섬벚나무소군(Prunus takesimensis subgroup)

본 소군은 곰솔군락의 보리밥나무군에서 섬벚나무, 섬

나무딸기, 초종용, 큰김의털, 헛개나무, 거지덩굴, 말오줌

나무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4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종군 1, 2, 3, 의 종들이 함께 출현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울

릉군 울릉읍과 서면의 해식애에서 12개소로 나타났다. 본

소군의 해발은 26±14.56 m, 경사는 73±29.52°, 노암

46±22.91%, 출현종수 16±6종으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수

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8±0.46 m, 13±5.72 cm, 아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5±1.19 m, 12±5.72 cm, 관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2±0.62 m, 3±2.67 cm로 측정되

었다.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식피율은 각각

50±35%, 33±12.49%, 35±16.51%, 52±21.89%로 교목층

과 아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의 생장이 상대적으로 불

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안 기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받고 또한 경사가 급하여 수목생육에 불리한 환경조

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전형소군(Typical subgroup)

본 소군은 곰솔군락에서 보리밥나무군에서 식별종군 4

의 종들이 출현하지 않으므로 구분된 소군으로 종군 1, 2,

3의 종들이 함께 출현하였고, 조사지역은 울릉군 도동읍,

서면, 북면 까지 해식애와 시스택(sea stack)에서 총 27개

조사지로 나타났다. 본 소군의 해발은 50±39.22 m, 경사

는 76±18.87°, 노암 45±16.2%, 출현종수 15±5종으로 나타

났다. 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5±1.03 m,

13±4.51 cm, 관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2±0.66 m,

4±2.18 cm로 측정되었다. 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식피

율은 각각 46±18.62%, 33±10.09%, 52±11.12%로 나타났

으며, 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의 생장이 상대적으로 불

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벚나무 소군과 같은 영향

으로 불리한 환경조건 때문이라 판단된다.

6) 쥐똥나무군(Ligustrum obtusifolium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곰솔군락에서 쥐똥나무, 인동덩굴,

새, 비쑥, 찔레꽃, 기린초, 사철쑥, 청미래덩굴, 갯쑥부쟁이,

갯사상자, 갯장대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5에 의해 구

분된 군으로, 쥐똥나무군은 다시 밤나무소군과 전형소군

으로 구분되었다. 

7) 밤나무소군(Castanea crenata subgroup)

본 소군은 곰솔군락의 쥐똥나무군에서 밤나무, 가는갯

는쟁이, 닭의장풀, 개질경이, 갯강아지풀, 소리쟁이, 갯괴

불주머니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6에 의해 구분되었

으며, 종군 1, 2, 5의 종들이 함께 출현하였으며, 조사지역

은 동해안의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 영덕군 등의 해식애

에서 10개소로 나타났다. 본 소군의 해발은 15±6.46 m, 경

사는 54±25.4°, 노암 20±7.5%, 출현종수 26±4종으로 나타

났다. 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11±1.25 m,

22±8.54 cm, 아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5±1 m,

7±4.94 cm, 관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2±1 m,

2±0.84 cm로 측정되었다.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

층의 식피율은 각각 61±27.5%, 38±19.18%, 41±12.64%,

54±15.46%로 나타났다. 교목층과 초본층의 식피율이 아

교목층과 관목층의 식피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8) 전형소군(Typical subgroup)

본 소군은 곰솔군락의 쥐똥나무군에서 식별종군 6의 종

들이 출현하지 않으므로 구분된 소군으로 종군 1, 2, 5, 13

의 종들이 함께 출현하였으며, 조사지역은 동해안의 강릉

시,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 등의 해식애에서 15개소로 나

타났다. 본 소군의 해발은 13±5.18 m, 경사는 69±21.39°,

노암 26±14.89%, 출현종수 16±9종으로 나타났다. 교목

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9±0.54 m, 11±3.03 cm,

아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6±0.57 m, 6±1.9

cm, 관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2±0.81 m,

3±0.84 cm로 측정되었다.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

본층의 식피율은 각각 26±17.81%, 40±19.47%, 33±12.90%,

50±14.57%로 나타났다. 아교목층과 초본층의 식피율이

높게 나왔으며, 과거 해식애에 많은 수의 개체수가 조사

되었다고 하였으나, 군부대 무분별한 굴취, 개발 그리고

산불로(조사지 주변에서도 산불의 피해 흔적을 확인)인

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주민제보). 

9) 회양목군락(Buxus koreana community)

본 군락은 상위단위인 향나무군락군에서 종군 7의 식별

종인 회양목, 왕느릅나무, 당조팝나무, 동강고랭이, 돌단

풍, 물푸레나무, 당양지꽃, 느릅나무 등의 상재도와 우점

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구분된 군락이다. 본 군락은 굴참

나무, 조록싸리, 털댕강나무, 동강할미꽃, 생강나무, 광대

싸리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8의 굴참나무(Quercus

variabilis)군과 종군 5의 분꽃나무, 벌완두, 솔새, 부추, 민

백미꽃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분꽃나무(Viburnum carlesii)

군으로 구분되었다. 

10) 굴참나무군(Quercus variabilis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회양목군락에서 굴참나무, 조록싸

리, 털댕강나무, 동강할미꽃, 생강나무, 광대싸리 등을 식



596 韓國林學會誌 제102권 제4호 (2013)

별종으로 하는 종군 8에 의해 구분된 군으로, 굴참나무

군은 다시 들메나무소군과 개박달나무소군으로 구분되

었다. 

11) 들메나무소군(Fraxinus mandshurica subgroup)

본 소군은 회양목군락의 굴참나무군에서 들메나무, 병

꽃나무, 산구절초, 쑥부쟁이, 보리수나무, 가는오이풀, 주

엽나무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9에 의해 구분되었으

며, 종군 1, 7, 8, 13의 종들이 함께 출현하였으며, 조사지

역은 평창군과 정선군 등의 하식애에서 6개소로 나타났다.

본 소군의 해발은 248±13.08 m, 경사는 43±15.84°, 노암

63±23.61%, 출현종수 26±8종으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수

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9±1.09 m, 15±4.14 cm, 아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5±1.32 m, 6±3.2 cm, 관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3±0.75 m, 2±0.61 cm로 측정되

었다.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식피율은 각각

32±27.93%, 23±9.35%, 31±19.08%, 58±13.29%로 나타났

다.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의 생장이 상대

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가 급하여 수목생육

에 불리한 환경조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개박달나무소군(Betula chinensis subgroup)

본 소군은 회양목군락의 굴참나무군에서 개박달나무, 수

염며느리밥풀, 붉나무, 털기름나물, 갈퀴꼭두서니, 개박하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10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종군

1, 7, 8, 12, 13 의 종들이 함께 출현하였으며, 조사지역은 평

창군과 정선군 등의 하식애에서 5개소로 나타났다. 본 소군

의 해발은 367±114 m, 경사는 60±35.35°, 노암 48±3.53%,

출현종수 20±12.04종으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수고와 흉고

직경은 각각 7±1.41 m, 18±5.83cm, 아교목층의 수고와 흉

고직경은 각각 4±2.64 m, 9±4.94 cm, 관목층의 수고와 흉

고직경은 각각 2±0.35 m, 2±0.7 cm로 측정되었다.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식피율은 각각 56±8.94%,

39±11.4%, 36±18.5%, 34±15.57%로 나타났다. 

13) 분꽃나무군(Viburnum carlesii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회양목군락에서 분꽃나무, 벌완두,

솔새, 부추, 민백미꽃, 넓은잎외잎쑥 등을 식별종으로 하

는 종군 11에 의해 구분된 군으로, 종군 1, 7, 12, 13 의

종들이 함께 출현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정선군 등의 하식

애에서 4개소로 나타났다. 본 소군의 해발은 248±25.38 m,

경사는 60±10.8°, 노암 53±6.45%, 출현종수 18±4종으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5±0.5 m,

18±5.83 cm, 관목층의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2±0.25 m,

3±1.15 cm로 측정되었다. 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식피율

은 각각 23±10.41%, 43±16.54%, 46±12.5%로 나타났다.

2. Ordination 분석

식생단위분석을 바탕으로 NMS분석결과, 설명력은 세 축

으로 설명이 가능하였고(final stress=15.25, final instability

<0.001), 분석결과는 축의 변량에 대한 설명율이 높은 1축

(13.8%) 및 2축(69%)으로 나타내었으며, 종합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Figure 3). 환경요인은 해발고와 노암율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강 지역,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식생

단위 6과 식생단위 7은 상대적으로 해발고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단위 2는 보리밥나무 전형군

으로 절벽의 경사가 급하고 토심의 거의 없어 노암율이

낮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표종 분석은 각 군집의 종들에 대한 지표값을 나타내

며, 높은 값의 지표종은 군집간에 오차가 거의 없는 현존

하는 종을 나타낸다(Dufrene and Legendre, 1997). 향나무

군락군의 식생단위별 지표종(INSPAN:INdicator SPecies

ANalysis)을 분석한 결과 89종이 유의성 있게 분석되었다

(Table 2). 식생단위 1은 섬벗나무 소군으로 보리밥나무,

참억새, 왕호장근, 갯제비쑥, 섬나무딸기등 11종이 유의한

종으로 분석되었으며, 울릉도 해식애의 절벽하부 애추가

형성되어있고, 토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지역에

서 조사된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생단위 2는 보리밥

나무 전형군으로 털머위, 섬기린초, 해국, 왕김의털, 울릉

장구채, 두메부추 등 8종이 유의한 종으로 분석되었으며,

울릉도 절벽의 경사가 급하고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 조사

된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생단위 3은 밤나무소군으

로 댕댕이덩굴, 괭이밥, 가는갯는쟁이, 쥐똥나무, 닭의장

풀, 개질경이 등 20여종으로 해안도로와 인접한 절벽의 애

추형성지역과 열린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들이 포함 되었

다. 식생단위 4는 쥐똥나무 전형소군으로 새, 담쟁이덩굴,

기린초, 인동덩굴 등 7종이 분석되었으며, 동해안 절벽의

토심이 얕고 암반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하는 식물들이 포

Figure 3. NMS ordination of J. chinensis community group
(Vegetation unit VU1 : PRTA subgroup, VU2 : ELMA Typical

subgroup, VU3 : CACR subgroup, VU4 : LIOBTypical

subgroup, VU5 : FRMA subgroup, VU6 : BECH subgroup,
VU7 : VIC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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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indicator species in study area.

Species Vegetation  unit I.V*max p-value 국명

Elaeagnus macrophylla 1 65.1 0.0002 보리밥나무
Miscanthus sinensis var. sinensis 1 61.3 0.0002 참억새
Fallopias achalinensis 1 56.8 0.0014 왕호장근
Artemisia japonica subsp. Littoricola 1 53.6 0.0002 갯제비쑥
Prunus takesimensis 1 41.7 0.0036 섬벚나무
Rubus takesimensis 1 41.7 0.007 섬나무딸기
Vitis coignetiae 1 38.8 0.0314 머루
Lilium lancifolium 1 37.3 0.0054 참나리
Dystaenia takesimana 1 35.4 0.0074 섬바디
Lonicera insularis 1 33.5 0.0308 섬괴불나무

Farfugium japonicum 1 32.3 0.0222 털머위

Sedum takesimense 2 56.9 0.002 섬기린초
Aster sphathulifolius 2 55 0.0002 해국
Festuca rubra 2 42.2 0.0094 왕김의털
Silene takeshimensis 2 39.8 0.0186 울릉장구채
Allium senescens var. senescens 2 33.3 0.0302 두메부추
Carex boottiana 2 27.8 0.0484 밀사초
Orostachys iwarenge 2 26.7 0.0294 연화바위솔

Cocculus trilobus 3 66.9 0.0002 댕댕이덩굴
Oxalis corniculata 3 57.1 0.0008 괭이밥
Atriplex gmelinii 3 50 0.0006 가는갯는쟁이
Ligustrum obtusifolium 3 44.1 0.0096 쥐똥나무
Commelina communis 3 42.9 0.0032 닭의장풀
Plantago camtschatica 3 40 0.0066 개질경이
Castanea crenata 3 40 0.007 밤나무
Artemisia scoparia 3 35.9 0.0048 비쑥
Artemisia capillaris 3 34.2 0.0386 사철쑥
Metaplexis japonica 3 30 0.0186 박주가리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3 30 0.0212 금불초
Dendranthema boreale 3 30 0.0216 산국
Rumex crispus 3 30 0.0216 소리쟁이
Corydalis platycarpa 3 30 0.0218 갯괴불주머니
Setaria viridis var. pachystachys 3 30 0.0238 갯강아지풀
Ampelopsis brevipedunculata 3 29.2 0.0198 개머루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3 24.5 0.041 엉겅퀴
Cnidium japonicum 3 24.5 0.042 갯사상자
Bidens bipinnata 3 24.5 0.0446 도깨비바늘
Arabis stelleri 3 24.5 0.045 갯장대

Pinus thunbergii 4 50.5 0.0002 곰솔
Arundinella hirta 4 58.7 0.0014 새
Parthenocissus tricuspidata 4 41.6 0.0078 담쟁이덩굴
Sedum kamtschaticum 4 50.6 0.0082 기린초
Lonicera japonica 4 32.7 0.0182 인동덩굴
Phragmites japonica 4 33.3 0.0382 달뿌리풀
Paederia scandens var. scandens 4 20 0.0418 계요등

Securinega suffruticosa 5 77.2 0.0002 광대싸리
Lindera obtusiloba 5 76.1 0.0002 생강나무
Sanguisorba tenuifolia 5 50 0.0004 가는오이풀
Quercus variabilis 5 62.1 0.0004 굴참나무
Fraxinus mandshurica 5 50 0.0004 들메나무
Dendranthema zawadskii var. zawadskii 5 66.7 0.0004 산구절초
Aster yomena 5 66.7 0.0004 쑥부쟁이
Weigela subsessilis 5 46.6 0.0008 병꽃나무
Morus bombycis var. bombycis 5 56.6 0.0028 산뽕나무
Abelia coreana 5 41.7 0.0058 털댕강나무
Elaeagnus umbellata 5 33.3 0.0076 보리수나무

I.V* : Indicato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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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었다. 식생단위 5는 들메나무소군으로 광대싸리,

생강나무, 가는오이풀, 굴참나무, 들메나무, 산구절초, 쑥

부쟁이, 병꽃나무 등 18종이 분석되었으며, 동강 하식애

의 애추가 형성되어있으며, 석회암지역을 선호하는 종들

이 포함되어 있었다(Yun and Moon, 2009). 

식생단위 6은 개박달나무소군으로 당조팝나무, 큰기

름새, 회양목, 붉나무, 수염며느리밥풀, 소나무, 털기름

나물 등 11종이 유의한 지표종으로 분석되었으며, 절벽

의 암반이 발달되어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들이 포

함되었다. 식생단위 7은 분꽃나무군으로 돌단풍, 솔새,

부추, 대새풀, 동강고랭이, 대나물, 민백미꽃 등 14종이

유의한 종으로 분석되었으며, 동강 도로변의 인접한 산

지에서 토사 및 수분이 공급되며, 열린 환경을 선호하는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Table 2. Continued.

Species Vegetation  unit I.V* max p-value 국명

Hemerocallis fulva 5 33.3 0.0076 원추리
Lonicera maackii 5 33.3 0.008 괴불나무
Gleditsia japonica 5 33.3 0.0098 주엽나무
Equisetum palustre 5 33.3 0.0114 개쇠뜨기
Lespedeza cuneata 5 33.3 0.0114 비수리
Crepidiastrum denticulatum 5 20.8 0.0348 이고들빼기
Asparagus schoberioides 5 20.8 0.0376 비짜루

Spiraea chinensis 6 51.1 0.005 당조팝나무
Spodiopogon sibiricus 6 42.2 0.0134 큰기름새
Buxus koreana 6 41.4 0.006 회양목
Rhus javanica 6 40 0.0054 붉나무
Melampyrum roseum var. japonicum 6 40 0.0084 수염며느리밥풀
Libanotis coreana 6 40 0.0084 털기름나물
Pinus densiflora 6 39.4 0.0074 소나무
Pulsatilla tongkangensis 6 38.6 0.005 동강할미꽃
Patrinia rupestris 6 30.5 0.0322 돌마타리
Potentilla rugulosa 6 28.2 0.0504 당양지꽃

Dendranthema sichotense 6 24.6 0.035 바위구절초

Mukdenia rossii 7 90.4 0.0002 돌단풍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7 75 0.0002 솔새
Allium tuberosum 7 63.4 0.0004 부추
Cleistogenes hackelii 7 59.2 0.0006 대새풀
Trichophorum dioicum 7 54.3 0.0008 동강고랭이
Gypsophila oldhamiana 7 51.7 0.0008 대나물
Vicia amurensis 7 50 0.002 벌완두
Viburnum carlesii 7 50 0.0026 분꽃나무
Aster meyendorfii 7 48.9 0.0022 개쑥부쟁이
Juniperus rigida 7 46.9 0.0032 노간주나무
Artemisia japonica 7 43.5 0.0014 제비쑥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7 38.9 0.0078 느릅나무
Artemisia gmelini 7 35.5 0.0062 더위지기
Cynanchum ascyrifolium 7 25 0.0484 민백미꽃

I.V* : Indicator Value

Table 3. Values of species diversity indices in each vegetation groups.

Vegetation Unit H' H'
max

J' 1- J ∆
1

1-∆
1

1 (PRTA subgroup) 0.853 1.114 0.766 0.234 0.800 0.200 

2 (ELMA Typical subgroup) 0.714 1.146 0.623 0.377 0.719 0.281 

3 (CACR subgroup) 0.725 1.079 0.672 0.328 0.797 0.203 

4 (LIOB Typical subgroup) 0.667 1.041 0.640 0.360 0.751 0.249 

5 (FRMA subgroup) 0.814 1.114 0.731 0.269 0.621 0.379 

6 (BECH subgroup) 1.174 1.342 0.875 0.125 0.616 0.384 

7 (VICA group) 0.940 1.114 0.843 0.157 0.463 0.537 

*H':Species diversity, H'max:Maximum species diversity, J':Evenness, 1-J':Dominance, ∆
1
:Interspecific competition, 1-∆

1
:Intraspecif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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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다양도

식물사회학적 분류에 의해 구분된 식생단위에 있어서

군락의 성숙도와 안정도 등 간접적인 군락의 속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Shannon’s의 종다양도 (H'), 최대종다양도

(H'
max

), 균재도(J'), 우점도 (1-J'), 종간경쟁(∆
1
), 종내경쟁(1-

∆
1
)을 분석하였다(Table 3). 

Whittaker(1965)는 우점도가 0.9이상일 때에 1종, 0.3~0.7일

때 2~3종, 0.3이하일 때 다수의 종이 우점종을 이룬다고 하

였다. 

식생단위별 종다양도지수를 보면 다양도지수가 가장 높

게 나타난 곳은 회양목군락의 굴참나무군의 하위단위인 개

박달나무소군으로 1.174로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지는 동

강의 하식애에서 조사되었으며, 석회암지대의 식물인 굴참

나무, 회양목, 동강고랭이, 왕느릅나무, 털댕강나무, 당조팝

나무 등 비교적 출현빈도가 높은 다수의 종들에 의하여 종

다양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회양목군락의 하위단위

인 분꽃나무군도 비교적 높은 다양성 지수를 나타냈는데 이

는 소수의 우점도가 높은 종들 보다 물푸레나무, 분꽃나무,

노간주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등의 우점도가 낮은 다수의

종들에 의해 종다양도가 높게 나타났다. Krebs(1985)와

Barbour et al.(1987)은 생육환경이 이질적이고 복잡하거나

국소적 교란으로 종다양도가 높아진다 하였으며, Loucks

(1970)는 종다양성과 임분의 성숙도는 정비례한다고 하

였다. 종다양성지수가 낮은 그룹은 곰솔군락의 쥐똥나무군

의 하위단위인 전형소군(식생단위 4)으로 다양도지수가 0.667

로 나타났다. 본 식생단위의 조사지는 동해안의 해식애로

해안도로의 확장으로 인한 훼손, 해빙기 때 발생하는 낙석

에 의한 고사와 이로 인하여 생기는 애추의 형성 등 여러 요

인에 의하여 종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우점도

는 0.360으로 곰솔과 향나무 등의 한 두 수종이 우점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llenberg(1956)는 종다양지수와 우점도

와의 관계가 반비례를 가지며, 우점도가 높은 소수의 종보

다 우점도가 낮은 다수의 종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

였다. 종간 경쟁지수를 보면 회양목군락의 분꽃나무군(식

생단위 7)이 0.463으로 가장 작게 나왔고, 곰솔군락의 보리

밥나무군의 하위단위인 섬벚나무소군이 0.80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0.7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Yun et al.(1999)의 금강소나무림의 종간경쟁지수가 0.3

내외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이었으며 Lee et

al.(1995)의 구상나무림에 대한 종간경쟁지수가 0.7 이상으

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 값을 얻었다. 따라서 향나무는

종간경쟁이 종내경쟁보다 치열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남한 지역에 자생하는 향나무의 군락유형을

식물사회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총 7개의 식생단위로 분류

되었고, 군락단위는 향나무군락군에서 곰솔군락과, 회양목

군락으로 구분되었고, 하위단위는 곰솔군락에서 보리밥나

무군과 쥐똥나무군으로 회양목군락에서는 굴참나무군과

분꽃나무군으로 각각 세분되었다. 보리밥나무군은 섬벚나

무소군과 전형소군으로 세분되었고, 쥐똥나무군은 밤나무

소군과 전형소군으로 세분되었다. 굴참나무군은 들메나무

소군과 개박달나무소군으로 세분되었다. 따라서 향나무군

락군은 총 2개 군락과 4개 군 및 6개의 소군으로의 분류체

계를 가졌으며 총 7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NMS 분석결과 설명률이 높은 1축(13.8%) 및 2축(69%) 으

로 나타내었으며, 종합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환경요인

에서는 지역별 해발과 절벽의 경사와 낮은 토심으로 인한

노암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륙(동강)지

역, 동해안지역과 울릉도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났

다. 식생단위별 지표종(INSPAN:INdicator SPecies ANalysis)

을 분석한 결과 89종이 유의성 있게 분석되었다. 식생단위

1은 울릉도 해식애의 절벽하부 애추가 형성되어있고, 토심

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조사된 종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식생단위 2는 울릉도 절벽의 경사가 급하고 토

심이 얕은 지역에서 조사된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생

단위 3은 해안도로와 인접한 절벽의 애추형성지역과 열린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들이 포함되었다. 식생단위 4는 동해

안 절벽의 토심이 얕고 암반이 발달한 지역을 선호하는 식

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식생단위 5는 동강 하식애의 애추

가 형성되어있으며, 석회암지역을 선호하는 종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식생단위 6은 절벽의 암반이 발달되어있는 환경

을 선호하는 식물들이 포함되었다. 식생단위 7은 동강 도로

변의 인접한 산지에서 토사 및 수분이 공급되며, 열린 환경

을 선호하는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다양도, 균재도, 종

내경쟁 등을 분석한 결과 7개 식생단위의 종다양도 지수는

식생단위 6인 개박달나무소군이 1.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식생단위 4인 쥐똥나무전형소군이 0.667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종간경쟁에서는 식생단위 7인 분꽃나무군이 0.463

으로 가장 낮게 나왔고, 식생단위 1인 섬벚나무소군이 0.80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0.7내외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절벽을 피난처로 자생하는 향나무 자생지 보전을

위해서는 생태적 지위가 같은 곰솔의 간벌을 통한 향나무

자생개체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단애지역의 비탈

안정화 작업, 애추 형성지역의 덩굴성식물 제거 작업을 통

한 치수 치묘의 보호 및 해안도로와 제방시설 개발로 인한

대체 복원지를 조성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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