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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계방산 온대북부 낙엽활엽수림에서 하층식생(관목층과 초본층)의 식생조성 변화를 구명하였다. 조

사지에 출현하는 식물은 56과 93속 124종 17변종 3품종 2아종 1미분류군으로 총 146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종면적

곡선에서 초본층과 관목층의 종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tel-test 분석 결과, 상층의

기저면적은 하층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p < 0.0001). 평균중요치는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21.585%), 철쭉(19.774%)이 우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본층에서는 조릿대(14.082%)와 생강나무(7.921%)가 우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목층의 NMS 배열 결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층의 기저면적 증가에 따라 반응하는 종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본층 조사구의 NMS 배

열 결과, 관목층의 철쭉과 진달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MRPP-test에 대한 식생조

성의 변화 결과, 관목층은 5년 그리고 10년에 따른 식생조성의 변화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초

본층은 5년 그리고 10년에 따른 식생조성의 변화가 유의성 있게 분석되어, 하층식생 중 초본층의 종조성은 관목층

보다 종조성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understory vegetation composition (shrub and

herb layers) in Mt. Gyebang as a northern-temperate deciduous broadleaf forest. Tracheophytes were 146 taxa,

consisting 56 families, 93 genera, 124 species, 17 varieties, 3 forma, 2 sub-species and 1 unknown taxa in research

subject area. As species area curve analysis, herbaceous layer and shrub species have been decreased over time.

As a result of Mantel-test, basal area of upper layer affects to understory vegetation change (p<0.0001). Mean

importance value was dominated Lindera obtusiloba (21.585%),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19.774%) in the

shrub layer, identified Sasa borealis (14.082%) and Lindera obtusiloba (7.921%) in the herb layer. According

to NMS analysis of shrub layer, Species characterized by strong correlation have been reduced as time goes by.

And it reports different species as an increasing in basal area of the upper layer. Herb layer plots of the NMS

analysis,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and Rhododendron mucronulatum consistently were affected in shrub

layer. In consequence of MRPP-test for changes in vegetation compos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vegetation composition changes on shrub layer in 5-10 years. As a changes of

vegetation composition on herb layer were analyzed significantly, composition change of herb layer species was

larger than shrub layer species in understory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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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온대림은 관속식물의 90%이상이 초본층에 분포하는데

일반적으로 하층식생의 다양성은 상층식생에 비해 높다

(Whigham, 2004; Gilliam, 2007). 산림에서 층위별 연구는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의 상호과정, 경쟁,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는 생물군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Pugnaire, 1996). 

산림에서 하층식생은 상층의 수관의 발달에 의해 크게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광량(light level), 양분유효도(nutrient

availability), 수관통과우(throughfall precipitation), 토양수분

함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Leith and Aston, 1969; Kellomäki

et al., 1977). 또한 하층식생은 동물의 먹이원이 되는 종자

나 묘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동물의 은신처와

선택적인 먹이원이 될 수 있다(Saunders and Puettmann,

1999; Royo and Carson, 2008). 하층의 종은 숲 전체로 보

았을 때 적은양의 생물량(biomass)을 구성하지만 목본층과

양분관계에서 목본층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며 강우에 의

한 양분손실을 막아준다(Yarie, 1980; Gilliam, 2007; Peterson

and Rolfe, 1982; Mabry et al., 2008). 

국내에서 하층식생변화에 대한 연구는 Heo et al. (2002)

에 의해 도심 내 소나무림 하층식생과 환경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Jung et al.(2003)은 잣나무림에서 입지

환경별에 따른 하층식생의 구조에 관해 구명하였다. 최근

에는 Cho et al.(2009; 2011)에 의해 숲 틈의 형성과 하층

식생의 반응 그리고 조림지 환경에 의한 하층식생의 초기

반응이 연구되었으며, Cheon et al.(2012)이 울릉도 너도

밤나무림의 하층식생 분포양상을 DCA 배열법으로 분석

하여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실제 한국산림의

지형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식생의 범위에서 천이과정,

임분의 생장 및 고사량, 수목의 수령 등 그 관계를 단시간

에 구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는 생태

계 모니터링은 자연적 요소와 인간 활동에 의해 생태계구

조 및 기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평가하며 생태계 환

경변화 및 생물다양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McGeoch, 1998; Noss, 1990; Spellerberg, 1991). 이에

장기생태연구는 생태계 모니터링의 한 방법으로 생태계

기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시·공간

적 생태학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생태계동태

(ecosystem dynamics) 연구에 기본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Condit, 1995; Sheil, 1995; Hobbie, 2003). 한국산림에서

장기생태연구는 계방산, 남해 금산, 광릉, 남산, 점봉산, 지

리산, 월악산 등에서 연구 활동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장

기적인 관찰의 결과는 생물학적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변화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Lee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첫 번째, 장기생태연구지에서 관

찰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층식생의 10년간 중요치의 변화

및 종수의 변화를 제시하고 하층식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는 상층식생의 영향을 밝히는 것. 두 번째, 관목층과 초

본층의 식생조성의 변화를 구명하여 숲의 변화를 이해하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산림생태계를 이해하는 중

Figure 1. The location map of the surveyed plots in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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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산림의 경영과 보전, 나아가 국

토의 개발 및 계획 등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서 산림생태

계가 제시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계방산(1,577 m)은 강원도 홍천군과 평창의 경계를 이

루는 산으로 북동쪽에는 오대산(1,563 m), 서쪽은 운두령

(1,089 m)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황병산(1,407

m), 방태산(1,444 m)이 태백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계방산

장기생태조사구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위

치하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37° 44', 동경 128° 29'에 위치

한다. 홍천지역의 30년간 연평균기온은 10.3oC, 연평균 최

고기온과 최저기온의 평균값은 각각 17.5oC와 4.7oC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405.4 mm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3). 계방산 장기생태조사구의 주요 상

층식생은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소나

무가 우점하고 있으며(Lim et al., 2003), ha 당 흉고단면

적은 2002년 37.39 m2/ha, 2007년 40.45 m2/ha, 2012년

42.42 m2/ha이다.

2. 조사구설치 및 조사방법

계방산 일대 1 ha(100×100 m)의 정방형 영구 표본구를

설치하고, 표본구 내에 10×10 m 크기의 sub-plot 100개를

설치하였다. 흉고직경 2 cm 이상 개체목에 대해서는 종을

식별하고 흉고직경 및 좌표를 기록하였으며,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식생조사는 각 sub-plot에 출현하는 관목층과

초본층 식물을 대상으로 Braun-Blanquet(1965)의 방법을 사

용하여 피도와 군도를 기록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6월

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식물의 동

정은 원색식물도감(Lee, 1980; 2003)에 의거하여 분류하였

다. 식물종의 학명과 국명은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2007)에 준하였다.

3. 통계분석방법

 종-면적곡선의 누적종수의 추정치는 Jackknife(Jack1)

분석방법(Palmer, 1991)을 따랐으며, 관목층과 초본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Jackknife 분석은 비모수적 표본수가

크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추정량에 비해

모수에 빨리 수렴하는 특징을 가진다(Kang, 2002). 이에

적절한 표본구수에 대한 누적되는 종수의 추정이 가능하

다. 그리고 하층식생에 대한 상층식생의 영향을 Mantel-

test로 분석하였는데(McCune and Mefford, 2006), Mantel-

test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이질도표 또는 유사성이 있

는 두 행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Sokal and

Rohlf, 1995). 이에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층의

기저면적은 하층 종변화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하층식생(관목층과 초본층)은 중요치

값을 사용하였으며, 상층식생자료는 흉고직경을 환산하여

각 sub-plot별 흉고단면적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질도표

는 Sørensen 거리척도로 사용하였으며, Mantel 검정의 확

률 수준은 999회의 MCS(Monte Carlo Simulation)로 분

석하였다. 중요치는 종간 상대적 우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Curtis and McIntosh(1951)의 중요도값(I.V.: Importance

Value)을 백분율로 나타낸 상대우점치(Brower and Zar,

1977)를 관목층과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상

대우점치는 (상대피도+상대빈도)/2로 계산하였다.

관목층과 초본층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정규적 또

는 불연속적이며 생태학적인 데이터에서 사용하기 적합

한 NMS(다차원척도법: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분석을 사용하여 2차원 상에 배열하였다(McCune

and Mefford, 2006). 초본층과 관목층의 공통적인 환경요

인으로는 상층의 흉고직경을 사용한 기저면적(m2/ha)을 사

용하였으며, 초본층 조사구의 NMS 배열은 상위 10개 관

목층 종의 피도값을 사용하였다. 

관목층 종의 배열에서는 Plexus diagram(Mueller-Dombois

and Ellenberg, 2003)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관

계에 대한 선을 2차원상의 배열에서 표시(overlay)하였다.

Plexus diagram은 각 종의 빈도값을 바탕으로 카이제곱

의 거리 값을 사용하였으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연관성을 갖는다(McCune and

Mefford, 2006).

초본층과 관목층은 각 조사연도별로 MRPP(Multi-

Response Permutation Procedures)-test를 하였으며(McCune

and Grace, 2002; McCune and Mefford, 2006), 거리 척

도는 Sørense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MRPP-test는 두 개

의 군집이상에서 유의성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비모수적

통계방법으로 MRPP-test 결과의 값은 유의차값(p-value)

과 A값(Chance-corrected within-group agreement)이 나오

게 된다. 여기서 유의차(p<0.05)가 있다면, 집단 간 이질적

이라고 할 수 있어 각 집단은 서로 다른 식생조성의 차이

를 가진다고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A값으로

각각의 집단 내 조사구의 식생조성 유사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값은 0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되며, A값이 클수

록 각각의 집단 내 조사구는 비슷한 식생조성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한다(Mielke and Berry, 1982).

결과 및 고찰

1. 종-면적곡선 및 Mantel-test

초본층 및 관목층에서 출현하는 종은 100개(10×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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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ub-plot에서 조사되었으며 조사지에서 출현한 식물은

56과 93속 124종 17변종 3품종 2아종 1미분류군(Syringa

sp.)으로 총 146분류군이 구분되었다(Table 1). 종-면적곡

선 분석결과,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 적정한 크기에 방형

구가 설치되었다고 판단된다(Figure 2, Figure 3). 초본층

종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초본층의 감소폭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22종 줄

어들어 2007-2012년에 4종이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 관목층 종수 또한 시간

이 경과 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의 감

소패턴은 Figure 2의 초본층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층식생은 상층식생의 기저면적의 발달에 크게 반

응하는데(Leith and Aston, 1969; Kellomäki et al., 1977),

하층의 종 감소는 상층의 기저면적의 발달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초본층과 관목층의

상층식생 기저면적과 관계를 Mantel-test로 분석하였다.

Mantel-test 분석에서 유의성이 인정되면 초본층과 관목층

은 상층식생의 기저면적에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된다.

Mantel-test 결과, 관목층(p<0.0001, R=0.13, t=6.1663)과

초본층(p<0.0001, R=0.116, t=6.035)은 유의성 있게 분석

되어 하층식생의 이러한 반응은 상층식생의 기저면적발

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중요치

Table 2와 3은 하층식생의 중요치를 높은 값을 가지는

순서대로 나열 한 것이다. 10년간 관목층에서 출현한 59

종 중 주요 종의 평균 중요치 값은 생강나무 21.585%, 철

쭉 19.774%, 당단풍나무 8.388%, 진달래 7.446%, 국수나

무 6.577%, 함박꽃나무 4.360% 등이며 생강나무와 철쭉

의 평균 중요치의 합은 40% 이상으로 두 수종은 계방산

장기생태조사구 관목층의 우점종이다. 생강나무는 한국산

림의 식물사회학적 식생분류체계에서 신갈나무-생강나무

군단의 대표적인 수종이며, 철쭉은 한반도 낙엽활엽수림

을 대표하는 신갈나무-철쭉나무군목의 단위(Kim and Lee,

2006)에 속하는 종으로 두 수종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Kim and Kim, 2012). 

10년간 초본층에서 출현한 143종 중 주요종의 평균 중

요치 값은 조릿대 14.082%, 생강나무 7.921%, 노루오줌

4.131%, 대사초 3.91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본층 최

우점종인 조릿대의 중요치 값은 2002년 9.815%에서 점차

늘어 2012년에는 21.403%로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치 값이 높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릿대의 초본

층 우점현상은 생존전략과도 관계가 깊은데, 조릿대는 근

원경으로 영양번식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지위폭이

넓은 식물로 특정한 환경이나 식생유형을 선호하지 않는

Table 1. The number of plants distributed in study plots.

Taxa/system Fam. Gen. Sp. Subsp. Var. For. Total Ratio

Pteridophyta 5 8 11 - - - 11 7.5

Gymnospermae 1 2 3 - - - 3 2.1

Angiospermae 50 83 110 2 17 3 132 -

Dicotyledoneae 43 72 94 2 14 2 112 76.7

Monocotyledoneae 7 11 16 - 3 1 20 13.7

Total 56 93 124 2 17 3 146 100

Figure 2. Species-area curve of herb layer species (The size of

a plot is 10 by 10 meters).

Figure 3. Species-area curve of shrub layer species (The size

of a plot is 10 by 10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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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a and Lee, 2002; Park et al., 2012). 또한 최근 연

구에서 조릿대는 종다양도를 감소시키며, 상층식생의 종

자발아를 억제하기도 한다고 밝혀져(Park et al., 2012), 향

후 이러한 현상은 계방산 장기생태조사구에서 관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3. 출현종과 조사구의 NMS 배열 및 식생조성의 변화

Figure 4-6은 관목층 종과 조사구를 NMS 배열한 것이

다. 2002년, 다른 종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종은

진달래-철쭉, 병꽃나무-철쭉, 회나무-당단풍나무, 당단풍

나무-전나무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면적에서

생육하는 종은 소나무와 나래회나무이며, 낮은 기저면적

에 생육하는 종은 개회나무속(미분류군)과 청시닥나무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구의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저

면적의 조사구가 높은 기저면적에 비해 집중적으로 분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다른 종에 비해 높은 상

관관계를 갖는 종은 난티나무-물참대, 생강나무-참회나무,

참회나무-회목나무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Table 2. Importance value of major shrub layer species.

Scientific name
Survey year

Mean
2002 2007 2012

Lindera obtusiloba 20.239 21.176 23.341 21.585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18.747 20.134 20.440 19.774

Acer pseudosieboldianum  8.570  7.803  8.791  8.388

Rhododendron mucronulatum  7.745  7.008  7.584  7.446

Stephanandra incisa  5.876  7.252  6.605  6.577

Magnolia sieboldii  3.881  4.409  4.789  4.360

Weigela subsessilis  3.465  4.131  3.137  3.578

Pinus koraiensis  3.631  2.630  1.746  2.669

Tilia amurensis  2.659  2.583  2.256  2.499

Abies holophylla  2.708  2.373  1.931  2.337

Corylus sieboldiana  1.995  1.747  1.529  1.757

Acer pictum subsp. mono  1.323  1.383  1.606  1.438

Euonymus oxyphyllus  1.722  0.784  1.236  1.247

Corylus heterophylla  0.810  1.289  1.328  1.142

Fraxinus rhynchophylla  0.761  1.131  1.142  1.011

Deutzia grandiflora var. baroniana  1.106  0.963  0.788  0.953

Styrax obassia  1.064  0.942  0.803  0.936

Deutzia glabrata  1.112  0.852  0.803  0.923

Actinidia arguta  0.356  0.945  1.338  0.880

Quercus mongolica  1.317  0.600  0.634  0.850

Syringa patula var. kamibayshii  0.483  1.268  0.726  0.826

Ulmus laciniata  0.713  0.347  0.695  0.585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0.556  0.715  0.479  0.583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0.556  0.647  0.510  0.571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1.372  0.116  0.108  0.532

Deutzia uniflora  0.556  0.668  0.370  0.532

Euonymus macropterus  0.103  0.784  0.695  0.527

Staphylea bumalda  0.502  0.663  0.402  0.522

Tilia manshurica  0.864  0.484  0.216  0.521

Morus bombycis  0.205  0.762  0.325  0.431

Deutzia parviflora  0.653 -  0.402  0.352

Euonymus pauciflorus  0.659  0.116  0.216  0.330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0.254  0.300  0.402  0.318

Coryl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0.230  0.368  0.216  0.271

Lonicera subsessilis -  0.300  0.510  0.270

Actinidia polygama  0.151  0.368  0.185  0.235

Sambucus sieboldiana var. miquelii  0.205  0.116  0.293  0.205

Tripterygium regelii  0.230  0.184  0.108  0.174

Maackia amurensis  0.205 -  0.293  0.166

Other 20 species  2.417  1.662  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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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portance value of major herb layer species.

Scientific name Survey year
Mean

Forbs 2002 2007 2012

Lindera obtusiloba  6.067  7.903  9.795  7.921

Astilbe rubra  3.371  4.765  4.256  4.131

Stephanandra incisa  4.054  4.463  3.203  3.907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3.626  3.483  4.528  3.879

Acer pseudosieboldianum  3.135  3.907  4.330  3.791

Isodon excisus  2.010  2.367  1.977  2.118

Weigela subsessilis  2.190  1.789  1.737  1.906

Fraxinus rhynchophylla  1.807  1.988  1.710  1.835

Rhododendron mucronulatum  1.647  1.512  2.124  1.761

Quercus mongolica  1.807  1.693  1.539  1.680

Tilia amurensis  1.813  1.716  1.447  1.659

Euonymus oxyphyllus  2.185  1.156  1.416  1.586

Maackia amurensis  2.352  0.869  1.219  1.480

Melampyrum roseum  2.261  1.296  0.685  1.414

Acer pictum subsp. mono  1.685  1.346  0.994  1.342

Asarum maculatum  0.705  1.818  1.319  1.281

Viola selkirkii  1.108  1.456  0.955  1.173

Dioscorea quinqueloba  1.307  1.418  0.646  1.123

Polygonatum humile  1.335  1.156  0.801  1.097

Magnolia sieboldii  0.954  0.831  1.118  0.968

Euonymus macropterus  0.446  1.404  1.025  0.958

Ainsliaea acerifolia  0.996  0.828  1.029  0.951

Viola albida  1.048  1.051  0.750  0.950

Actaea asiatica  1.713  0.371  0.453  0.845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1.014  0.718  0.762  0.831

Viola rossii  1.014  0.933  0.425  0.791

Arisaema amurense for. serratum  0.699  0.650  0.975  0.775

Corylus sieboldiana  1.027  0.828  0.425  0.760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0.733  0.813  0.662  0.736

Deutzia grandiflora var. baroniana  0.964  0.662  0.348  0.658

Polystichum tripteron  0.698  0.540  0.634  0.624

Pinus koraiensis  0.355  0.927  0.580  0.620

Sambucus sieboldiana var. miquelii  0.383  0.624  0.820  0.609

Cimicifuga foetida  0.712  0.712  0.364  0.596

Styrax obassia  0.514  0.662  0.541  0.572

Deutzia glabrata  0.539  0.519  0.472  0.510

Abies holophylla  0.384  0.590  0.530  0.501

Other 91 speices 14.759 11.996  7.585 11.447

Vine

Tripterygium regelii  3.574  3.789  2.170 3.178

Ampelopsis brevipedunculata  2.695  2.321  1.632 2.216

Schisandra chinensis  1.725  2.052  1.989 1.922

Actinidia polygama  0.983  0.696  0.464 0.714

Other 3 species  0.446  0.144  0.077 0.222

Graminoids

Sasa borealis  9.815 11.028 21.403 14.082

Carex siderosticta  3.895  3.865  3.993  3.918

Festuca ovina  1.898  2.008  1.923  1.943

Carex humilis var. nana  0.855  1.583  1.548  1.329

Carex lanceolata  0.696  0.718  0.584  0.666

Other 3 species  0.063  0.038  0.03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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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면적에 생육하는 종은 산돌배와 개암나무로 나타났

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면적에 생육하는 종은 회나무,

당단풍나무, 개회나무 등이다. 2007년, 조사구의 경향은

2002년과 2012년에 비해 기저면적 기준으로 2차원 상에

균등하게 배열되었다. 2012년,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는 종은 국수나무-당단풍나무로 나타났으며, 상대

적으로 높은 기저면적에 생육하는 종은 함박꽃나무, 회목

나무 개회나무 등이다. 이러한 하층식생의 분포패턴은 생

태조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장기적 관점

에서 상층의 갱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Whittaker, 1967; Silvertown, 1987). 일반적으로 산림

은 부피생장을 하며 생물량을 늘리는데 비슷한 성장과정

에서 부피생장을 하며 기저면적이 늘어난 조사구는 상대

적으로 오른쪽에 배열되며 고사, 도복 등의 기저면적이 생

장량에 비해 높으면 상대적으로 왼쪽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7은 초본층의 환경인자를 바탕으로 한 NMS 배

열이다. 기저면적의 증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

히 초본층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목층

수종인 진달래와 철쭉의 피도값 또한 초본층의 변화에 지

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은 관목층

종인 생강나무, 철쭉, 진달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2007년은 생강나무와 함박꽃나무, 진달래와 철

쭉의 피도값이 초본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은 철쭉과 진달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초본층에 영향을 미치는 관목층 종은 중요치가 다

른 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우점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특

히 진달래와 철쭉은 초본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Figure 4. NMS distribution of shrub layer species and plots in 2002 (cut off R2>0.2, association line value>0.15).

Figure 5. NMS distribution of shrub layer species and plots in 2007 (cut off R2>0.2, association line value>0.15, Plot number
initial ‘2’ means that investigation of th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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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층수관은 하층식생의

구조와 다양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Hart and Chen,

2006; Macdonald and Fenniak, 2007) 특히, 진달래와 철

쭉은 구상나무림에서 산림건강성을 저해하는 하층식생이

며, 치수발생을 저해하는 종(Lee and Hong, 1995)이다. 이

러한 현상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층위별 상호작용, 타

감작용, 층위별 경쟁관계, 영양관계 등을 구명해야 할 것

이다. 

연도별 식생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MRPP-test를

실시한 결과, 관목층의 식생조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초본층의 경우 식생조성의 변화는 유의성 있게 나타났

다(Table 4). 초본층 식생조성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값은 2002년-2007년,

2007년-2012년에 비해 2002년-2012년의 값이 큰 것으로

Figure 7. NMS distribution of herb layer plots.

Figure 6. NMS distribution of shrub layer species and plots in 2012 (cut off R2>0.2, association line value>0.15, Plot number

initial ‘3’ means that investigation of the 2012). Figure 3, 4, 5 species - sp.1 Actinidia polygama, sp.2 Ampelopsis brevipedunculata,

sp.3 Corylus heterophylla, sp.4 Rhus tricocarpa, sp.5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sp.6 Philadelphus schrenkii, sp.7 Acer
pictum subsp. mono, sp.8 Staphylea bumalda, sp.9 Stephanandra incisa, sp.10 Prunus padus, sp.11 Euonymus macropterus, sp.12

Ulmus laciniata, sp.13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sp.14 Actinidia arguta, sp.15 Maackia amurensis, sp.16 Acer

pseudosieboldianum, sp.17 Deutzia parviflora, sp.18 Deutzia uniflora, sp.19 Coryl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sp.20 Deutzia
glabrata, sp.21 Fraxinus rhynchophylla, sp.22 Syringa spp., sp.23 Tripterygium regelii, sp.24 Deutzia grandiflora var. baroniana,

sp.25 Betula schmidtii, sp.26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sp.27 Weigela subsessilis, sp.28 Acer mandshuricum, sp.29

Morus bombycis, sp.30 Lindera obtusiloba, sp.31 Pinus densiflora, sp.32 Quercus mongolica, sp.33 Schisandra chinensis, sp.34
Lonicera praeflorens, sp.35 Kalopanax septemlobus, sp.36 Pinus koraiensis, sp.37 Abies holophylla, sp.38 Syringa patula var.

kamibayshii, sp.39 Actinidia kolomikta, sp.40 Sambucus sieboldiana var. miquelii, sp.41 Rhododendron mucronulatum, sp.42

Styrax obassia, sp.43 Tilia manshurica, sp.44 Corylus sieboldiana, sp.45 Euonymus oxyphyllus, sp.46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sp.47
Acer barbinerve, sp.48 Tilia amurensis, sp.49 Magnolia sieboldii, sp.50 Euonymus pauciflorus, sp.51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sp.52 Syringa patula var. kamibayshii for. Lactea, sp.53 Pyrus ussuriensis, sp.54 Rubus phoenicolasius, sp.55

Lonicera maackii, sp.56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sp.57 Deparia japonica, sp.58 Lonicera subsessilis, sp.59 Cimicifuga
foetida, sp.60 Euonymus sachal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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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이는 초본층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식생조

성은 유의성 있게 변화하고 있지만 전환되는 식생조성의

종구성은 동질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본식물

과 목본식물의 생활사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숲 내에서 여러 가지 교란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목본식물은 목질부생장을 하며,

교란에 대한 적응력이 초본식물보다 높고, 초본식물은 목

본식물에 비해 생식생장(개화, 결실)의 주기가 빠르다(Lee,

2007; Phillips and Shure, 1990). 이와 같이 초본식물은

환경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여 유리한 적지를 빠르게 피복

하려는 생존전략이며, 목본식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

며, 그 세력을 확장(부피생장)하려는 생존전략이다. 또한

초본층에서 5년-10년간 종조성의 변화는 숲 내 복합적인

교란에 대한 초본식물의 반응이며, 관목층 종조성의 유지

는 복합적인 교란에 대한 목본식물의 적응력이라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계방산 장기생태조사지의 하층식생변화를 구

명함으로써 한국의 산림생태계의 동적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계방산 장기생태조사구의 초본층과

관목층 종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으로 분석

되었으며, Mantel-test 결과, 초본층과 관목층은 상층의 기

저면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

층식생의 발달에 대한 하층식생의 영향은 Leith and

Aston(1969)과 Kellomäki et al.(1977)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 관목층에서 생강나무와 철쭉의 평균 중요치의 합은

40% 이상으로, 향후 초본층 식물에 대한 타감작용 및 상

층식생과 양료순환관계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초본층에서 우점종인 조릿대의 지속

적인 중요치 증가는 유심히 관찰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릿대의 특징 중 근경번식 후 빠른 피복현상

및 타 종자의 발아억제는 하층식생발달 및 천이단계의 후

계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하층식생

과 상층식생의 관계는 산림의 경영, 보전, 보존, 개발 등

여러 가지 목표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한국산림에

서 하층식생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관목층의 NMS 배열에서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종이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층 기저면적 증가에 따라

반응하는 종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초본층의

NMS 배열 결과 철쭉과 진달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RPP-test 결과 5년-10년 간 관

목층 식생조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

본층 식생조성은 5년-10년 간 변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인간의 교란이 자연적 교란(폭설,

집중호우, 산사태 등) 보다 적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

황이다. 한국산림은 다양한 수준의 교란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다양한 발달 단계의 서식처유형으로 구성된 동적인

상태(Cho et al., 2011)로 본 연구 결과는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산림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

은 한국산림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복잡한 생태계를 해

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또한 장기간의 연구에 의한

결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경험과 지

속성 있는 업무 그리고 수집할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Gregory et al., 2006). 이를 보완하

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요원의 지속적인 업무담당이 있어

야 하며 수집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생태정보학(ecological

informatics)의 구축은 생태정보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해

석, 잘못된 데이터의 피드백 등 다양한 생태학적 정보를

연결하고 유기체적인 생태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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