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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리산 서부권역의 천연림을 대상으로 7가지로 분류된 산림피복유형(신갈나무 순림형, 신갈나무-

졸참나무림형, 중생혼합림형, 구상나무-신갈나무림형, 들메나무림형, 졸참나무림형, 서어나무림형)별로 생태적 특성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천이경향을 추정하였다. 고도가 높은 능선에 분포하는 신갈나무 순림형과 구상나무-신갈나무

림형의 종다양성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계곡에 주로 분포하는 중생혼합림형과 들메나무림형의 종다양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종다양성과 지형조건을 바탕으로 추정한 산림피복유형들의 천이경향은 다음과 같다. 1) 능선부의 신

갈나무 순림형과 구상나무-신갈나무림형은 신갈나무-구상나무림형으로, 2) 능선부과 산복부 사이의 신갈나무-졸참나

무림형은 신갈나무-서어나무-까치박달림형으로, 3) 산복부의 졸참나무림형은 졸참나무-신갈나무-서어나무림형으로 천

이가 진행 될 것이라 예상된다. 4) 주로 계곡에 분포하고 있는 중생혼합림형, 들메나무림형, 서어나무림형은 현재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rpret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 estimate successional trend

for seven classified forest cover types (Quercus mongolica pure forest, Q. mongolica-Q. serrata forest, Mixed

mesophytic forest, Abies koreana-Q. mongolica forest, Fraxinus mandshurica forest, Q. serrata forest, and

Carpinus laxiflora forest) in the natural forest of Western Jirisan. Q. mongolica pure forest and A. koreana-Q.

mongolica forest which were distributed in a high-altitude ridge had the lowest species diversity index. On the

other hand, mixed mesophytic forest and F. mandshurica forest which were mainly distributed in the valley had

higher index. Based on characteristics of species diversity and topographic conditions, successional trends for

forest cover types were estimated as follows; 1) Q. mongolica pure forest and A. koreana-Q. mongolica forest

would be changed toward Q. mongolica-A. koreana forest. 2) Q. mongolica-Q. serrata forest, distributed between

ridge and mid-slope, would be changed toward Q. mongolica-C. laxiflora-C. cordata forest. 3) Q. serrata forest,

distributed in mid-slope, would be changed toward Q. serrata-Q. mongolica-C. laxiflora forest. 4) Mixed mesophytic

forest, F. mandshurica forest and C. laxiflora forest, distributed in valley, would maintain the current condition

in terms of species composition.

Key words: ecological interpretation, forest cover type, species diversity, successional trend, topographic condiions

서 론

산림피복형 분류는 자연 상태에서 산림을 구성하는 수

종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집단을 이루거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수종을

중심으로 유사한 임분들 끼리 동일한 산림식생단위로 분

류하는 방법이다(Lee et al., 1999). 상층의 우세종 비율 기

준으로 산림피복형을 구분하고, 우세종의 종명을 따서 각

각의 산림유형을 명명한다. 1980년대 Society of American

Foresters를 주축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산림을 산림피복유

형을 이용하여 분류하여(Eyre, 1980), 산림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에게 폭넓게 사용되었다. 산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mjh@kangwon.ac.kr



538 韓國林學會誌 제103권 제4호 (2014)

림생태계는 그 구조와 종구성에 의해 특성을 나타내거나

평가되는데(Peet, 1992), 그 구조와 종구성은 변화하게 되

므로(Arsenault and Bradfield, 1995; Brulisauer et al.,

1996) 천이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Clark et al.,

2003). 기본적인 산림천이의 속성은 한 형태의 산림군집

을 구성하고 있는 임목들이 다른 수종 또는 생육형에 의

해 연속적으로 대체되는 결과가 누적되어 식생이 점진적

으로 변하면서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서

고유의 수종구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산림피복형들은

산림천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Whittaker(1975)는 산림천이의 진행에 의한 생태계 속성

의 보편적인 변화 중에 천이 초기의 단순한 산림군집에서

후기의 복잡하고 성숙한 산림군집으로 변할수록 종다양

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산림군집의 여러 가지 속성을 간

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다양성

은 군집의 안정성과 성숙도의 측도가 되기도 한다. 천이

가 진행될수록 산림군집의 안정성과 성숙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생태학자들은 천이단계에서의 특징적인 군

집의 속성과 그 단계의 다양성을 연결시켜 연구하였다. 산

림군집의 구조적 복잡성, 외부교란 요인으로부터의 안정

성, 그리고 천이진행과 발달과정상의 성숙도는 종다양성

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Odum, 1969;

Loucks, 1970; Bazzaz, 1979). 

우리나라 산지는 지형이 복잡하고 굴곡이 심하여 계곡,

산복, 능선 등의 구별이 뚜렷하다. 이러한 지형적 변이 때

문에 태양광선 및 수분 조건의 양과 분배가 다르게 나타

나서, 산림 식생의 종구성과 발달 상황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Kang et al., 2000; Rowe, 1984). 따라서 산림

의 생태적 구조와 천이의 경향은 지형적 위치에 따라 다

양하게 변하며 같은 지형 내에서도 토양에 따라 숲의 구

성과 중층목에서 상층목으로의 대치 현상에도 상당히 영

향을 끼친다(Host et al., 1987). Lee et al.(2000)은 지형

적 위치에 따른 특정 수종의 구성 비율의 차이에 의해 산

림천이 경향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산림피복형이 분류되면, 각 산림유형이 지

니고 있는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

별로 생태적 속성들을 설명한다(Society of American

Foresters, 1954; European Enironment Agency, 2006;

Vankat, 1990). Chung and Kim(2013)은 지리산 서부권역

을 대상으로 신갈나무 순림형, 중생혼합림형, 신갈나무-졸

참나무림형, 구상나무-신갈나무림형, 들메나무림형, 졸참

나무림형, 서어나무림형 등으로 산림피복형을 분류하였지

만, 각 유형별 생태적 해석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지

리산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다수의 산림천이 연구를 수행

한바가 있지만(Lee et al., 1991; Choi et al., 2000; An

and Choo, 2010), 지리산 서부에서는 Park et al.(1991)이

화엄사계곡은 소나무 및 신갈나무 → 졸참나무 → 서어나

무류로, 피아골계곡은 신갈나무 → 졸참나무 → 서어나무

류로 산림천이가 진행한다고 추정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지리산 서부 권역의 분류된 산림피복유형

(Chung and Kim, 2013)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로 생태적

특성을 설명하고, 유형별 종다양성과 지형조건의 특성을

근거로 산림천이경향을 추정하였다.

자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자료수집

지리산의 넓은 면적 중 토끼봉을 기점으로 지리산의 서

Figure 1. Study site in the western areas of Jir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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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성삼재~노고단, 심원계곡~돼지

령, 피아골~임걸령, 뱀사골~화개재, 토끼봉~칠불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1). 험준한 우리나라

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넓은 연구대상지에서 효율

적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사분각법(Point-centered

quarter method; Brower and Zar, 1977)을 이용하여 산림

식생 자료를 수집하였다. 약 40~60 m의 간격을 유지하면

서 총 301개의 표본점을 설정하였고, 각 표본점 마다 4방

위로 나누어 층위(상, 중, 하)별로 표본점에서 가장 가까

운 수목의 종을 식별하고 흉고직경 및 수고 등을 조사하

였다(Chung and Kim, 2013).

2. 분석방법

Chung and Kim(2013)이 분류한 지리산 서부권역 천연

림의 7개 산림유형별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생태적 속

성을 설명하기 위해 Curtis and Mcintosh(1951)에 의해 고

안된 중요치 산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산림유형별 천이경

향은 지형요인과 종다양성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각 산림유형과 지형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량적

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Ordination분석 기법을 적용하

였다. 분류된 산림유형에 해당하는 표본점을 Main matrix에

입력하고, 각 표본점의 지형요인들(산복, 능선, 계곡, 고도

등)을 Second matrix에 입력하여 PC ORD 5.17 Software

(McCune and Mefford, 2006)을 이용하여 CCA(Canoncial

Corresponde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종다양성지수는

Shannon and Weaver(1949)의 종다양성지수 산출 공식

(H’=−Σ{(ni/N)log(ni/N)})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유형별 생태적 특성

Chung and Kim(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리산 서

부의 천연림은 신갈나무 순림형, 신갈나무-졸참나무림형,

중생혼합림형, 구상나무-신갈나무림형, 들메나무림형, 서

어나무림형, 졸참나무림형 등 7개의 산림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으며(Figure 2), 각 산림유형별 생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신갈나무 순림형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100%로 나타나 신갈나무 순림형

으로 명명하였으며, 주로 능선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Figure 3). Lim and Kim(1992)은 신갈나무가 지리산

의 남사면에서는 해발 약 1,000~1,400 m, 북사면에서는

약 900 m~1,300 m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해발 약 900 m

~1,400 m의 건조한 사면에서 순림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

다. 이렇게 신갈나무가 순림으로 조성될 수 있는 이유는

신갈나무 특유의 갱신방법에 기인할 것이다. Kim and

Kim(1995)은 신갈나무림은 상층의 임관이 열려 숲틈이 형

성되면 그 아래에 어린 개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

후 경쟁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랜덤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

내게 되며, 이들 중 몇 개체가 상층을 이룰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참나무류 수종의 치수가 지상부 고사와 맹아

발생을 반복하면서 지하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임분

하층에서도 몇 년간 생존할 수 있으며(Merz and Boyce,

1956; Tryon and Powel, 1984), 교란이 발생하여 생장에

Figure 2. The classification of forest cover types in the natural forest of western Jirisan (Chung and 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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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조건이 되었을 때 활발하게 지상부 생장이 이루어

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Dickson, 1991).

중층에는 신갈나무와 당단풍나무, 구상나무 등이 차지

하고 있다. 당단풍나무는 높이가 8 m에 달하는 낙엽교목

(Lee, 2003)으로 상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

한 아교목 수종이다. 상층과 중층의 신갈나무 분포비율과

당단풍나무의 생육패턴을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

간 신갈나무의 우점이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신갈나무의 세력이 유지되거나 우세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부 생태학자들

은 신갈나무를 천이 후기종 또는 극상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You et al., 1996; Kim and Kil, 2000; Kim et al.,

2011).

2) 중생혼합림형

들메나무, 층층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거제수나무, 졸

참나무, 산벚나무 등의 중요치가 7 ~ 13%로 다수의 수종

이 점유율 25% 미만으로 일정한 면적을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생혼합림형으로 분류하였다(Figure 4).

중생혼합(Mixed mesophytic)이라는 용어는 1916년부터

북미대륙에서 사용되었으며(Braun, 1916; Sampson, 1930),

미동부의 Appalachian mountain 계곡부의 대표적인 산림

유형으로 분류되어 학술적으로 전파되었다. 이 산림유형

은 상층에 Fagus속, Liriodendron속, Tilia속, Acer속,

Castanea속, Aesculus속, Quercus속, Tsuga속, Betula속,

Prunus속, Fraxinus속, Ulmus속 등 다수의 수종이 분포하

고 있지만, 특정한 수종이 우점을 하지 않고 일정한 점유

율을 유지하면서 생육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raun,

1950). 우리나라는 미동부에 위치한 Appalachian 산맥과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위도가 같다고 해서 반

드시 동일한 기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온과 강

수량을 기준으로 Köppen(1923)은 Appalachian 산맥이 위

치한 미동부를 온난습윤기후(Cfa)로, 우리나라는 서안 해

양성 기후(Cfb)로 분류하여 모두 온대기후대로 구분하였

으며, Köppen의 기후분류에 많은 영향을 받아 수분수지

로 기후를 구분한 Thornthwaite(1948) 역시 미동부와 우리

나라를 동일한 기후대로 분류하였다. 유사한 기후대끼리

는 비슷한 식생구조와 생태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비록

각각의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종은 다르지만 유사한 속명

을 가진 수종들이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생육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림유형이 국내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산림유형을 Yoon et al.(1987)과 Hwang et

al.(2012), Lee et al.(2014)은 “중생혼합림”이라 명칭하고

있다.

중층에는 당단풍나무, 신갈나무, 들메나무, 구상나무 등

37개의 수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수종구성을 나타내

었다. 중생혼합림형의 중층은 당단풍나무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식생구조에서 천이

를 예측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천이 예측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신갈나무-졸참나무림형

분류된 모든 산림유형의 상층에서 신갈나무와 졸참나

무 등 참나무류 수종이 출현하였으며, 참나무류 수종의 점

유율에 의해 신갈나무 순림, 신갈나무-졸참나무림, 구상나

무-신갈나무림, 졸참나무림 등으로 산림유형이 분류되었

다(Figure 5).

Lee et al.(1990a)은 신갈나무를 포함한 참나무류가 차지

하고 있는 임목 축적량이 전체 산림의 27%를 차지하고 있

Figure 3.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Q.

mongolica pure forest.

Figure 4.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Mixed
mesophytic forest.

Figure 5.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Q.
mongolica – Q. serrata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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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예측하였

다. 산림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점점 참나무류 수종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중층에서는 당단풍나무,

서어나무, 까치박달나무, 신갈나무, 쇠물푸레나무 등이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층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가

장 낮은 당단풍나무와 쇠물푸레나무를 제외한다면 신갈

나무-서어나무-까치박달나무가 우점하는 산림유형으로 변

화 될 것이라 사료된다. 

4) 구상나무–신갈나무림형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구상나무와 신갈나무의 중요치

가 79.8%를 넘어 구상나무-신갈나무림형으로 분류하였으

며(Figure 6), 이 수종 외에 잣나무가 8.5%의 점유율을 나

타내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Korean National

Parks Authority, 2011)에서는 잣나무가 구상나무군락 내에

매우 협소한 규모의 패치형태로 출현하며 주로 능선부에

서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Kim

et al.(1991)은 구상나무-신갈나무 하위군집과 구상나무-잣

나무 하위군집으로 분류하여 구상나무군집으로 명명하였

으며, 주로 해발 1,400 m 이상의 고산지대에 발달한다고

하였다. 아고산대 침엽수종인 구상나무와 잣나무, 다양한

입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신갈나무의 구성 비율에 의해

산림유형이 분류되었다. 중층 역시 구상나무가 33.2%, 신

갈나무가 22.8%, 단당풍나무가 11%로 구상나무의 우점율

이 높게 나타나 향후 구상나무의 우점현상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이는 구상나무의 지속적인

우점을 예측한다는 기존의 연구(Park et al., 2006; Kim et

al., 2012)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 들메나무림형

상층에서 50% 이상이 들메나무로 구성되어 있어 들메

나무림형으로 명명하였고 신갈나무, 층층나무, 거제수나

무 등이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ure 7).

다소 적은 표본점으로 구성되어, 지리산 피아골의 계곡에

서 한정적으로 들메나무군집이 출현한다는 연구보고(Jang

and Yim, 1985)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들메나무는 심

산의 계곡에서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층층나무 등과 같이

혼생하거나 따로 군집을 형성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물

이 흐르는 계곡의 바위틈이나 적윤한 토양에 군생하며 천

연하종발아가 잘되며 어려서는 음수이나 크면 햇볕을 요

구하고 맹아력이 강하여 그루터기에서 힘찬 맹아가 올라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ho, 1989). 중층에서 들메나무

가 2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당단풍나무, 쇠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노각나무, 구상나무 순으로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나, 들메나무의 생육특성과 현재 상층과 중

층의 수종구성을 종합해 보면 주로 계곡 주변에 국지적으

로 들메나무림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졸참나무림형

졸참나무의 중요치가 62.3%로 나타나 졸참나무림형으

로 명명하였으며(Figure 8), 졸참나무 외에 신갈나무, 서어

나무 등이 상층을 점유하고 있어 신갈나무-졸참나무림형

과 서어나무림형에서 졸참나무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이

와 같은 산림유형의 수종구성을 나타낼 수 있다. Kim et

al.(1991)은 지리산 서부권역에 위치한 지리산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의 졸참나무군집을 산정의 신갈나무림과 계곡부

의 서어나무림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하였으며, Park et

al.(1991)은 화엄사 계곡과 피아골 계곡의 졸참나무림이 서

어나무림으로 천이가 발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상층에서는 졸참나무의 세력이 우세하지만, 중층에서는

Figure 6.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A.

koreana – Q. mongolica forest.

Figure 7.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F.

mandshurica forest.

Figure 8.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Q.

serrata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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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참나무, 당단풍나무, 서어나무, 신갈나무, 비목나무, 쪽

동백나무 순의 우점율을 보였다. 졸참나무의 점유비율이

다른 수종에 비해 월등이 높았다면 상당 기간 동안 졸참

나무의 우점을 예측할 수 있지만, 졸참나무, 서어나무, 신

갈나무 등의 점유비율이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종 구

성으로는 미래의 천이경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외부의 교란 없이 상층과 중층의 수종구성

이 변화하지 않고 중층의 수종이 상층으로 도약한다는 가

정을 한다면 신갈나무의 우점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상층에서는 신갈나무와 서어나무의 점유율이 12%대로 비

슷하고, 중층에서는 서어나무가 신갈나무 보다 점유율이

높지만 신갈나무의 생육범위가 넓어 여러 지형 조건(능선,

계곡, 산복)에서도 양호한 생장을 보여 다른 수종에 비해

신갈나무의 점유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7) 서어나무림형

상층에서 서어나무의 점유율이 61.6%로 가장 높은 점

유율을 보여 서어나무림형으로 명명하였다(Figure 9). 상

층에는 서어나무 외에 졸참나무, 들메나무 등이 다소 적

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중층 역시 서어나무의 분포가

다소 높게 분석되어 서어나무의 세력이 상당히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온대 중부 지방의 산림천이 계열은 소나무림

에서 참나무림을 거쳐 서어나무림이나 까치박달나무림의

극상림으로 접어든다는 기후극상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

어(Lee et al., 1990b; 1992, Park et al., 1991), 서어나무

림을 천이의 극상으로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지형이 복잡하여 다양한 미세 환

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형이나 토양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서어나무림이 아닌 위에서 언급된 신갈나무

순림형 혹은 들메나무림형 등과 같은 다양한 산림유형으

로 오랜 시간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에

는 신갈나무군락이나 들메나무군락을 극상림으로 제시하

는 연구결과들(Kim et al., 2009; 2011)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수탈

과 한국전쟁에 의한 훼손, 전쟁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어

진 연료재료로의 남획 및 화전으로 인해 천이극상의 표본

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Hong et al., 2012),

현재까지는 특정 수종을 극상수종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

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산림유형별 종다양성 비교 및 지형조건들과의 관계

산림생태계의 종다양성은 생물군집 속성을 간접적으로

해석하는데 유익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생물종이 어우러져 구성된 생물군집은 종간 상호작용이

다양할 것이므로 종다양성이 높은 군집은 구조적으로 복

잡할 것이다. 따라서 종간 상호작용이 관여하는 에너지 흐

름, 먹이사슬 구조, 생태적 지위 구성에 있어서 종다양성

이 높은 군집일수록 보다 복잡하고 안정되며 성숙되었다

고 볼 수 있다(Kim et al., 1996). 대부분의 산림군집에서

는 군집 구조상의 복잡성, 외부 교란 요인으로부터 안정

성, 그리고 천이 진행과 발달과정상 성숙도는 종다양성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다(Odum, 1969; Loucks, 1970;

Bazzaz, 1975; Lee et al., 2010). 따라서 천이가 진행될수

록 그 군집의 안정성과 성숙도 정도는 증가하게 되므로

천이 단계에서 특정적인 군집속성과 그 단계 마다 종다양

성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갈나무(QM) 순림형과 구상나무-신갈나무(AK-QM)림

형의 종다양성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위의 산림유형

들은 고도와 능선의 지형적 위치와 비교적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Figure 10 and 11). 이는 고도가 높은 능

선에 위치한 산림유형일수록 종다양성지수가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Day and Monk(1974)는 해발고가 높을수록 기온, 토양

수분 등이 감소하며, 그러한 조건 내에서 내성 범위를 가

지는 종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종다양도가 낮아진다고 하

였으며, Park and Choi(2004)는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수행

한 연구에서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다양성지수는

Figure 9.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C.

laxiflora forest.

Figure 10. Species diversity index for seven forest cov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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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중생혼합림형의 종다양성지수(3.61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곡의 지형적 위치와 비교적 유의한 양의 상

관성을 보였다. 계곡에는 지하수위가 높고 중력과 바람에

의해 퇴적된 미세토양입자에 의해 토양수분조건이 양호

하여 식물의 분포에 제한요소인 수분스트레스를 적게 받

으므로 많은 식물종들이 어울려 생육할 수 있어(Lee et al.,

1999) 종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생

혼합림형의 경우 수종의 구성비가 13~7%로 다수의 수종

이 일정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균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계곡의 지형적 위치와 유의한 양의 상관

성을 보인 들메나무(FM)림형 역시 종다양성지수(3.157)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수종들이 동일한 분포를 보

였을 때 나타나는 최대종다양성지수(H
max

’; 3.526)에 가깝

게 나타났다. 이는 출현 종수(34종)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균재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졸참나무(QS)림형은 산

복의 지형적 위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

다양성지수가 2.883으로 다소 낮게 분석되었다. 신갈나무

순림형과 신갈나무-졸참나무(QM-QS)림형은 고도와 능선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고도가 낮아질수록 능선에

서 멀어질수록 신갈나무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여 산림

유형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산림유형별 천이경향 추정

선행연구(Suh, 1993; Lee et al., 2014)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신갈나무 순림형은 주로 능선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Figure 11), 이런 산림유형에서 국부적으로

구상나무의 비율이 높은 곳이 구상나무-신갈나무림형으

로 분류되었다. 국부적으로 구상나무의 비율이 높더라도

신갈나무의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신갈나무를 견제하

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층을 차지하고 있는

구상나무가 상층으로 도약하면서 점유비율을 점차 높인

다면 능선부는 신갈나무-구상나무림형으로 천이가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Figure 12).

능선부에서 산복부로 내려오면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

서 신갈나무의 분포는 줄어들고 졸참나무의 점유율이 늘

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능선부 주변에서는 아직 신갈나무

의 우점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능선부와 산복부 사이에서

신갈나무-졸참나무림형으로 분류되었다. 중층에서 졸참나

무의 점유율이 미약한 반면, 서어나무와 까치박달의 점유

율이 신갈나무와 유사하여 능선부와 산복부 사이에서는

Figure 11.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CCA)
ordination diagram with seven forest types (filled circle) and

environmental factors (arrows). The abbreviations of species

name were from Figure 10.

Figure 12. Estimation of succession pathway for forest cov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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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나무-서어나무-까치박달림형으로 천이가 진행 될 것

이라 사료된다. 

졸참나무림형은 주로 산복에 위치하고 있으며, 능선과

산복부 사이의 신갈나무-졸참나무림형에서 졸참나무의 점

유율이 점점 증가하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계곡과 인접한 곳이 다수 있어 상층의 서어나무 분포가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졸참나무가 우세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갈나무와 서어나무의 우점율

의 변화에 의해 졸참나무-신갈나무-서어나무림형으로 천

이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갈나무-졸참나무림형과 졸참나무림형의 중층

을 점유하고 있는 수종들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비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상층으로 도약한다면 중

생혼합림형으로 천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개의 산림

유형이 중생혼합림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계곡에 분포하고 있는 서어나무림형, 들메나무림형과

중생혼합림형은 각각 현재의 세력을 상당히 유지할 것으

로 판단된다. 서어나무림형의 경우 종다양성지수가 다소

낮게 나왔지만, 중층에서 서어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높고, 참나무류의 점유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

문이다. 서어나무 외 기타수종의 점유비율이 점차 증가한

다면 종다양성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들메나무림형과 중

생혼합림형은 중층의 수종구성과 현재의 높은 종다양성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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