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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와 소천면의 경계에 있는 청옥산 산림습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습

원의 식물상 및 식생조사를 통해 생물종다양성을 확보하여 산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지에 분포하는 자원식물의 종류조성은 72과 167속 209종 2아종 27변종 5품종 총 243

종류로 밝혀졌다. 한국특산식물은 7과 9속 9종 총 9종류가 출현하였으며, 희귀식물은 11과 13속 12종 3변종 총 15

종류가 출현하였고, 귀화식물은 5과 8속 8종 총 8종류가 분포하였다. 습지출현빈도에 따른 구분은 절대육상식물이

184종(75.7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절대습지식물은 4종(4.65%)이 확인되었다. 습한 정도에 따른 구분은 습생식

물이 26종류, 정수식물이 2종류 확인되었다. 생육지에 따른 구분은 숲이 136종류(55.9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개

방지가 70종류(28.81%), 습한 개방지가 35종류(14.40%), 수중이 2종류(0.82%)가 확인되었다. 본 조사지역의 식생구조

를 중요치와 종다양성지수로 분석한 결과 목본식물 중에서는 물푸레나무의 중요치가 2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초본식물 중에서는 햇사초가 10.4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지역의 평균 종다양성지수는 2.507로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생태적인 복원 및 복구을 위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serving forest ecosystem with understanding

forest wetland condition of Mt. Cheongok. It was found from this research that vascular plants of surveyed area

were composed of 72 families, 167 genera, 209 species, and 2 subspecies, 27 varieties, 5 formae. totaling 243 taxa.

Among the investigated vascular plants, Korea endemic plants were 9 species, rare plants 15 species, and naturalized

plants 8 specie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occurrence frequency within the wetland investigated, obligate upland

plants (OBU) accounted for 75.72% (184) among the total species investigated, wherea obligate wetland plant

(OBW) were four species (4.65%). There were 26 of hygrophyte plants and 2 of emergent plants in the research area

according to wet degree. According to habitat category, the most frequently occurred habitat was forest (136 species,

55.97%), and the others were in the order of meadow and shrubland (70 species, 28.81%), wet meadow (35 species,

14.40%), and aquatic environment (2 species, 0.82%), respectively. In the result of analysis of important value,

Fraxinus rhynchophylla and Carex pseudosinensis was the highest as 22.17% and 10.40%. It was confirmed that the

species diversity was relatively high. Shannon-Wiener's species diversity index was calculated as 2.507. Based on these

results, long-term monitoring survey should be urgently needed for ecological restoration and recovery.

Key words: Mt. Cheongok, forest wetlands, vegetation, flora, Shannon-Wiener’s  species diversity index, categorizing

vascular plant

서 론

우리나라 습지보전법(2013)에서 습지는 담수·기수 또

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즉, 습지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 수분이 항상 유지되며, 수생식물

이 서식하는 지역을 말한다.

습원은 일반적으로 해안습원, 내륙습원, 인공습원으로

구분하는데, 산림습원은 내륙습원에 속하며 소택형 습원

의 하나로 구분된다. 산림습원은 내륙습원이나 연안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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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게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의

독특한 지형·지질과 기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

어 분포한다. 산림습원은 완경사지에 위치하여 물이 고이

고 흐르는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만들어지며 그로인

해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만들어지고 생물다양성이 풍

부해진다. 또한 산림습원은 지적상 산림으로 되어있는 지

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습원을 말한다(Forest Service

National Arboretum, 2006).

산림습원은 토사와 습원식물이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등의 보습능력이 뛰어나 계곡부

의 수분 공급과 홍수조절의 역할을 하며,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서곤충, 어패류, 물새, 양서·파충류, 소

형 포유동물 등 습원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습

원은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해

주며, 이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국지적으로는 기후조

절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습원식물은 농약이나 공

업용수와 같은 유독성 물질을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질정화 기능에 중요한 요인

이다. 따라서 습원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태계와는 다른 특

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환경에서 진화한 독특한 생물의 서

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산림 내에서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 소생물권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습원은 중요성이 인

식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

림습원은 완만한 경사, 용수 확보, 주변 경관 등 개발여건

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용가치의 급증으로 인하여 개발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습원

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습원이 파괴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처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 및 경관

의 우수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

기 위하여 1997년 3월 28일에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으며 경제적, 생물적, 환경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습원자원의 손실을 막고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국의

습원을 정밀조사하고 개선·보전·조성사업 등의 노력

을 하고 있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는 습

지보전법(법률 제11690호)과 습지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1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03호)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적인 제도만으로는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습원의 훼손과 파괴를 방지하기에는 미약하며,

현재의 제도는 대규모의 습원에 대해서만 규제방안이 마

련되어 있어 보완·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청옥산 습원은 1990년대까지 고층

습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2000년 습원의 활용을 목적

으로 자생식물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자생식물원은 습원

의 보호 및 관리가 목적이 아닌 탐방을 목적으로 조성되

어 습원고유의 모습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2002, 200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습원의 중심부에

계곡형 수로가 만들어져 습지의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었

다. 본 연구는 청옥산 산림습원의 식물상 및 식생조사를

통하여 생물종다양성을 파악하고 산림 습원 생태계의 복

원 및 복구,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조사대상지인 청옥산 산림습원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

천면 고선리 산 36번지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37°

02'32.39"~37°02'21.43", 동경 128°57'54.57"~128°57'58.52"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청옥산 산림습원은 해발고 약

1,100~1,200 m의 고산지대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25,800

m2지만 유역면적은 약 231,000 m2에 이른다.

2. 조사시기 및 방법

조사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로 1회 총 4회

의 현지답사를 통해 식물상 및 식생조사를 수행하였다. 출

현하는 식물은 표본 채취 및 현지 기입하는 방법을 취하

였고, 분류체계는 Engler의 분류체계(Melchior, 1964)에 준

하여 목록을 정리하였다. ICUN 평가기준에 따른 희귀식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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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산림청과 국립수목원(2008), 한국특산식물은 국립수

목원(2005), 귀화식물은 이유미 등(2011)이 제시한 목록

기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관속식물의 유형분류는 우리

나라 습지생태계 관속식물 유형분류(2012)에 의해 분류, 구

분하였다. 학명 및 국명의 표기는 국가표준식물목록(2007)

을 참조하였다. 채집한 표본은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

대학 산림자원학과 표본실에 보관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군락 추출의 방법으로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Braun-Blanquet의 방법(Zurich-

Montpelie School)을 따랐으며(Braun-Blanquet, 1964), 조

사지역 중에서 표준지 선정은 인간의 간섭을 비교적 받지

않고, 식생이 균일하게 발달한 산림습원 내 4개소와 육화

가 진행중인 1개소, 육화가 완전히 진행된 지점 1개소 등

총 6개소를 선정하여 5 × 5 m의 방형구를 설치하여 식생

구조를 조사하였다. 

수종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Curtis and McIntosh(1951)

에 의해 고안된 중요치(Importance value, IV) 산출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표준지의 종다양성 분석을 위해 Shannon

and Wiener(1949)의 종다양성지수를 이용하였다. 종다양성

지수는 구성 수종의 수와 개체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식

생구성 상태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의 안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

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Yang et al., 2001).

현존식생도는 조사지역 내에 분포하는 식생을 도면화

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와 위성자료를 이

용해 식물분포 현황과 특이식생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식

생도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법적보호종 등을 대상으로 식

생도에 표기하였다. 현존식생도는 축적 1:2000으로, 군락

별로 나누어 면적을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관속식물상

1) 관속식물의 종류조성

청옥산 산림습원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72과 167속

209종 2아종 27변종 5품종 총 243종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보고된 한

반도에 자생하는 전체 관속식물 4,900여종류의 약 4.9%

에 해당된다. 이를 형태별 유연관계로 나누어 보면 양치

식물이 8과 10속 9종 2변종 총 11종류, 나자식물이 2과 4

속 5종 총 5종류, 피자식물이 62과 153속 195종 2아종 25

변종 5품종 총 227종류가 출현하였다. 피자식물 가운데

단자엽식물은 8과 27속 32종 6변종 2품종 총 40종류, 쌍

자엽식물은 54과 126속 163종 2아종 19변종 3품종 총

187종류로 분류되었다(Table 1). 

청옥산 산림습원에 분포하는 243종류의 분류군은 고층

습원인 오대산 질뫼늪(Park and Kim, 2012) 163종류, 대

암산 용늪(Kang and Kwak, 2000) 191종류 보다 많이 출

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원화 등의 인위적인 교

란과 태풍 등의 자연적인 교란이 발생하면서 육화가 진행

되어 습원고유의 식물과 함께 식재된 식물 및 생태환경변

화로 인한 자연 침입 식물 등이 함께 생육하고 있어 나타

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2) 한국특산식물

한국특산식물이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식물로 한반도의 자연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해온 유일

하고도 독특한 식물을 말한다. 한국특산식물의 종수는 자

생식물 4,900여종 중 약 7.3%인 360종류이며, 한반도 식

Table 1. The abridged list of the plants in survey area.

System/Taxa Fam. Gen. Sp. Sub. Var. For. Total

Pteridophyta 8 10 9  0 2  0 11

Gymnospermae 2 4 5  0 0  0 5

Angiospermae 62 153 195  2 25  5 227

 Monocotyledons 8 27 32  0 6  2 40

 Dicotyledons 54 126 163  2 19  3 187

Total 72 167 209  2 27  5 243

*Fam.: Family, Gen. : Genus, Sp. : Species, Sub. : Subspecies, Var. : Varieties, For. : Forma

Table 2. The list of the Korea endemic plants in survey area.

Family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alicaceae Salix koriyanagi Kimura 키버들

Ranunculaceae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

Theaceae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노각나무*

Primulaceae Lysimachia coreana Nakai 참좁쌀풀

Caprifoliaceae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Compositae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Cirsium setidens (Dunn) Nakai 고려엉겅퀴

Cyperaceae Carex pseudochinensis H. Lév.
&Vaniot 햇사초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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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의 특성과 기원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식물이다.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은 7과 9속 9종

총 9종류가 확인되었고 키버들, 진범, 홀아비바람꽃, 노각

나무, 참좁쌀풀, 병꽃나무, 벌개미취, 고려엉겅퀴, 햇사초

가 출현하였으며(Table 2), 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한

국특산식물 360종의 약 2.5%에 해당된다.

3) 희귀식물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희귀식물은 11과 13속 12종 3

변종 총 15종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산림청과 국립수목

원(2008)이 지정한 희귀식물 571종류의 2.6%, 본 조사지

역에 분포하는 관속식물 243종류의 6.1%에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희귀식물을 등급별로 살펴보

면 멸종(EX), 야생멸종(EW), 위기종(EN)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멸종위기종(CR)은 부채붓꽃 1종, 취약종(VU) 주

목, 범부채, 나도제비란 3종, 약관심종(LC)은 홀아비바람

꽃, 히어리, 태백제비꽃, 금강제비꽃, 참좁쌀풀, 과남풀, 귀

박쥐나물, 나도개감채, 금강애기나리 등으로 10종이며, 자

료부족종(DD)은 햇사초 1종이 나타났다. 이중 주목, 히어

리, 범부채, 부채붓꽃은 공원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식재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일반적으로 특정식물들은 고유의 분포역을 가지고 있

다. 청옥산 산림습원에 분포하는 희귀식물을 생육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고산습원에 분포하는 햇사초, 꽃창포, 부채

붓꽃 등, 계곡부에 주로 분포하는 홀아비바람꽃, 귀박쥐나

물, 나도개감채, 나도제비란 뿐만 아니라, 광조건이 양호

한 지역인 능선 및 임도 등에서 분포하는 참좁쌀풀, 과남

풀 등이 확인되어 육화 등 산림습원생태계 내에서 교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외국의 자생지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야생상태에서 여러 세대

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번식하여 토착화된 식물이다. 19세

기 개항전후 일본을 경유해서 외래문물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321

종이 있다(Lee et al., 2011).

본 조사지역에 출현하는 귀화식물은 5과 8속 8종 총 8

종류가 확인되었으며, 소리쟁이, 다닥냉이, 토끼풀, 달맞

이꽃, 망초, 붉은서나물, 개망초, 서양민들레 등이 출현하

였다(Table 4). 귀화식물의 대부분은 청옥산 산림습원 가

장자리를 따라 개설되어 있는 임도와 산림습원 내의 탐방

로에 소수 개체가 분포하고 있어 인간의 간섭에 의해 귀

화식물들이 침입 또는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습지식물 유형 

조사구역 내의 출현식물을 습지출현빈도에 따라 절대

Table 3. The list of the rare and endangered plants in survey area.

Family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Grade**

Iridaceae Iris setosa Pall. ex Link 부채붓꽃* CR

Belamcanda chinensis (L.) DC. 범부채* VU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 LC

Taxaceae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VU

Orchidaceae Orchis cyclochila (Franch. & Sav.) Maxim. 나도제비란 VU

Ranunculaceae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LC

Hamamelidaceae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Uyeki) T.Yamaz. 히어리* LC

Violaceae Viola albida Palib. 태백제비꽃 LC

Viola diamantiaca Nakai 금강제비꽃 LC

Primulaceae Lysimachia coreana Nakai 참좁쌀풀 LC

Gentianaceae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Hara 과남풀 LC

Compositae Parasenecio auriculatus (DC.) H.Koyama 귀박쥐나물 LC

Liliaceae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LC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금강애기나리 LC

Cyperaceae Carex pseudochinensis H.Lév. & Vaniot 햇사초 DD

*planting 
**CR(Critically Endangered), EN(Endangered Species), VU(Velnerable Species), LC(Least Concern), DD(Data Deficient)

Table 4. The list of naturalized plants in survey area.

Family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Polygonaceae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Cruciferae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Leguminosae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Onagraceae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Compositae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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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식물(Obligate wetland plant, OBW), 임의습지식물

(Facultative wetland plant, FACW), 양생식물(Facultative

plant, FAC), 임의육상식물(Facultative upland plant, FACU),

절대육상식물(Obligate upland plant, OBU)로 습한 정도

(Degree of wetness)에 따라 습생식물(Hygrophyte, Hygro)

와 수생식물(Aquatic macrophyte)로 구분 후 수생식물을

정수식물(Emergent plant, Emer), 부엽식물(Floating-leaf

plant, Fl-lf), 부유식물(Floating plant, Float), 침수식물

(Submerged plant, Sub)로 구분하였으며, 생육지(Habitat)

에 따라 숲(Forest, Forest), 개방지(Meadow and shrubland,

Md), 습한 개방지(Wet meadow, WetMd), 수중(Aquatic

environment, Aquatic)으로 구분하여 출현종수와 전체 출

현종수에 대한 유형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습

원 내에 출현한 식물을 대상으로 관속식물의 유형을 분류

하면 습원의 현 상태 및 습원의 유형분류 또는 습원의 육

화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습지출현빈도에 따른 구분은 절대육상식물이 184종

(75.7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절대습지식물은 괭이눈,

숫잔대, 노랑꽃창포, 쇠털골 4종(4.65%)이 확인되었다. 습

한 정도에 따른 구분은 습생식물이 26종류, 정수식물이 2

종류 확인되었다. 생육지에 따른 구분은 숲이 136종류

(55.9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개방지가 70종류(28.81%),

습한 개방지가 35종류(14.40%), 수중이 2종류(0.82%)가

확인되었다. 정수식물과 수중식물로는 노랑꽃창포와 쇠털

골 2종이 출현하였다(Table 5).

이와 같이 청옥산 산림 습원은 절대습지식물, 습생식물,

정수식물의 비율이 육상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확

인되는 것은 습원의 훼손으로 인한 육화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요치 및 다양성지수 분석

중요치는 산지에서 출현하는 모든 종들 중에서 상대밀

도, 상대피도, 상대빈도 등 3가지 요소를 통해 생태계 내

Table 5. Categorizing wetland plants in survey area.

Frequency OBW FACW FAC FACU OBU

Taxa(%) 4(1.65) 25(10.29) 12(4.94) 18(7.41) 184(75.72)

Degree of wetness
Hygrophyte Aquatic macrophyte

Hygro Emer Fl-lf Float Sub

Taxa 26 2 - - -

Habitat Forest Md WetMd Aquatic -

Taxa(%) 136(55.97) 70(28.81) 35(14.40) 2(0.82) -

*OBW : Obligate wetland plant, FACW : Facultative wetland plant, FAC :  Facultative plant, FACU : Facultative upland plant, OBU :
Obligate upland plant

Table 6. Importance value of species.

Tree layer Herb layer

Scientific name IV (%) Scientific name IV (%) Scientific name IV (%)

Fraxinus rhynchophylla 22.17 Carex pseudochinensis 10.40 Orchis cyclochila  1.58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8.69 Caltha palustris  7.80 Bistorta manshuriensis  1.57

Quercus mongolica  7.91 Carex humilis var. nana  5.61 Carex leiorhyncha  1.56

Weigela subsessilis  7.64 Iris sanguinea  4.75 Scirpus wichurae var. asiaticus  1.56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6.97 Veratrum oxysepalum  3.47 Synurus deltoides  1.53

Pyrus ussuriensis  5.69 Angelica anomala  3.47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1.53

Tripterygium regelii  5.46 Persicaria thunbergii  3.02 Ainsliaea acerifolia  1.51

Fraxinus mandshurica  5.22 Astilbe rubra  2.91 Primula jesoana  1.48

Acer pseudosieboldianum  5.06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2.85 Viola albida  1.47

Aralia elata  4.67 Ligularia fischeri  2.77 Hemerocallis fulva  1.44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4.40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2.62 Geranium sibiricum  1.43

Salix xerophila  4.11 Lycopus lucidus  2.03 Aconitum jaluense  1.43

Prunus padus  4.04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2.02 Rubia akane  1.42

Salix caprea  4.02 Angelica gigas  1.78 Artemisia montana  1.41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3.95 Carex siderosticta  1.58 etc. 22.00

Total 100 Total 100

*IV : Importa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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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떠한 종이 우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이다. 

청옥산 산림습원의 식생구조는 목본층과 초본층으로 나

누어 산출하였으며, 목본층의 중요치는 물푸레나무가

2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백당나무(8.69%), 신갈나

무(7.91%), 병꽃나무(7.64%), 노린재나무(6.97%), 산돌배

(5.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본층은 습원식물인 햇사초가 10.40%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동의나물(7.80%), 가는잎그늘사초(5.61%), 붓꽃

(4.75%), 박새(3.47%), 개구릿대(3.47%), 고마리(3.02%)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6).

전체적으로 습윤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물푸레나무, 백

당나무, 병꽃나무, 들메나무, 햇사초, 동의나물, 붓꽃, 박새,

개구릿대 등이 높은 중요치를 보였으나, 산지사면에 주로

분포하는 신갈나무, 노린재나무, 가는잎그늘사초, 노루오

줌 또한 비교적 높은 값으로 나타나 청옥산 산림습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위적인 간섭 등으로 육화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종다양성지수는 구성종의 수와 개체수를 기준으로 산

출되기 때문에 산림의 구성종 상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며, 산림의 안정상태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

능하다.

본 조사지역의 종다양성지수는 조사구 6과 조사구 1이

나머지 조사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조사구 2, 3, 4, 5

는 비교적 높은 종다양성지수를 나타내었다(Table 7). 조

사구 1은 습원 내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원지역으로

현재 육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구 6은 어느 정

도 육화가 진행되어 신갈나무-노린재나무가 우점하여 종

다양성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구별 종다양성지수는 1.818~2.896으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습원의 식생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을 의미한다. 최대 종다양화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최

대종다양도(H'max)도 2.397~3.332로 높게 나타났다.

Pielou (1975)는 군락 내의 최대종다양도에 대한 종다

양도의 값이 근접할수록 군락의 구조는 안정적이고, 값

이 멀수록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지역

의 산림구조는 조사구 2, 3, 4, 5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

다고 보이며, 조사구 1, 6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

Table 7. Species diversity in forest wetlands of the Mt.
Cheongok.

District H' H'max J' D Note

1 2.191 2.772 0.790 0.210 Landization

2 2.521 3.091 0.815 0.184

Wetland
3 2.859 3.295 0.867 0.132

4 2.754 3.218 0.855 0.144

5 2.896 3.332 0.869 0.131

6 1.818 2.397 0.758 0.241 Landization

Average 2.507 3.018 0.826 0.174

* H' : Species Diversity, H'max : Maximum Species Diversity, J' :
Evenness, D : Dominance

Figure 2. Vegetation map of monitoring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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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우점도(D)는 0.131~0.241로 확인되어 다수의 종이 우점

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종다양성지수는 평

균 3.018로 일반적인 산림의 1.000~1.700보다 높게 확인

되었다. 이것은 청옥산 산림습원이 육화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교란에 의하여 종다양성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

또는 산림습원의 일반적인 현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존식생도 

현존 식생도는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와 위성자료

를 이용해 식물분포 현황과 특이식생 분포지역을 중심으

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Figure 2). 식생도

에 나타난 군락은 자작나무-물푸레나무 군락, 붓꽃-골풀

군락, 물푸레나무-신갈나무 군락, 물푸레나무-들메나무 군

락, 전나무 군락, 주목-물푸레나무 군락, 신갈나무-조릿대

군락, 미역줄나무 군락, 신갈나무-물푸레나무, 신갈나무-

가는잎그늘사초 군락, 벌개미취 군락, 키버들 군락, 신갈

나무 군락 등 총 13개의 주요군락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식생도에 표시된 희귀식물을 분포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

면, 부채붓꽃, 햇사초, 꽃창포, 범부채는 고산습원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고, 홀아비바람꽃, 과남풀, 귀박쥐나물, 나

도개감채, 나도제비란은 계곡부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참

좁쌀풀은 능선부나 임도변에 자생하는 식물이고, 태백제

비꽃, 금강제비꽃, 금강애기나리는 계곡사면에 주로 자생

하는 식물이다. 본 조사구역의 식생도에서 보면 희귀식물

들은 각각의 서식환경에서 분포특성에 맞게 생육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락별 면적은 물푸레나무-신갈나무 군락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벌개미취 군락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8).

결 론

이 연구는 경상북도 청옥산 산림습원의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식물상 및 식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청옥산 산림습원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72과 167속

209종 2아종 27변종 5품종 총 243종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특산식물은 키버들, 진범, 홀아비

바람꽃, 노각나무, 참좁쌀풀 등 7과 9속 9종 총 9종류가

확인되었다. 희귀식물을 멸종(EX), 야생멸종(EW), 위기종

(EN)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멸종위기종(CR)은 부채붓꽃

1종, 취약종(VU) 주목, 범부채, 나도제비란 3종, 약관심종

(LC)은 홀아비바람꽃, 히어리, 태백제비꽃, 금강제비꽃, 참

좁쌀풀, 과남풀, 귀박쥐나물, 나도개감채, 금강애기나리 등

으로 10종이며, 자료부족종(DD)은 햇사초 1종으로 총 15

종류가 확인되었다. 귀확식물은 소리쟁이, 다닥냉이, 토끼

풀, 달맞이꽃, 망초, 붉은서나물, 개망초, 서양민들레로 총

8종류가 확인되었다. 습지출현빈도에 따른 구분은 절대육

상식물이 184종(75.7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절대습

지식물은 괭이눈, 숫잔대, 노랑꽃창포, 쇠털골 4종(4.65%)

이 확인되었다. 습한 정도에 따른 구분은 습생식물이 26

종류, 정수식물이 2종류 확인되었다. 생육지에 따른 구분

은 숲이 136종류(55.9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개방지

가 70종류(28.81%), 습한 개방지가 35종류(14.40%), 수중

이 2종류(0.82%)가 확인되었다. 정수식물과 수중식물로는

노랑꽃창포와 쇠털골 2종이 출현하였다.

Table 8.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getation communities.

Community name Extent (m2) Note

Fr-Qm Fraxinus rhynchophylla-Quercus mongolica 4,569.81

Wetland
Fr-Fm Fraxinus rhynchophylla-Fraxinus mandshurica 2,062.92

MWA1 The Man-made wetland area  572.68

MWA2 The Man-made wetland area  497.89

Qm-Ch Quercus mongolica-Carex humilis 2,881.85

Landization

Qm-Fr Quercus mongolica-Fraxinus rhynchophylla 2,399.89

Tr Tripterygium regelii 1,208.95

Is-Je Iris sanguinea-Juncus effusus  871.69

Sk Salix koriyanagi  691.65

Qm-Sb Quercus mongolica-Sasa borealis 3,434.65

MPA The Man-made park area 2,120.36

Qm Quercus mongolica 1,715.59

Bp-Fr Betula platyphylla-Fraxinus rhynchophylla 1,294.19

Ah Abies holophylla  755.99

Tc-Fr Taxus cuspidata-Fraxinus rhynchophylla  476.31

Ak Aster koraiensis  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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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옥산 산림습원의 식생구조는 목본층과 초본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목본층의 중요치는 물푸레나무가

2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백당나무(8.69%), 신갈나

무(7.91%), 병꽃나무(7.64%), 노린재나무(6.97%), 산돌배

(5.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본층은 습원식물인 햇

사초가 10.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나물(7.80%),

가는잎그늘사초(5.61%), 붓꽃(4.75%), 박새(3.47%), 개구

릿대(3.47%), 고마리(3.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다

양성지수는 1.818~2.89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최

대 종다양화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최대종다양도(H'max)

도 2.397~3.332로 높게 나타났다. 우점도(D)는 0.131~0.241

로 확인되어 다수의 종이 우점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최대종다양성지수는 평균 3.018로 일반적인 산림의

1.000~1.700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3. 식생도에 나타난 군락은 자작나무-물푸레나무 군락,

붓꽃-골풀 군락, 물푸레나무-신갈나무 군락,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군락, 전나무 군락, 주목-물푸레나무 군락, 신갈

나무-조릿대 군락, 미역줄나무 군락, 신갈나무-물푸레나무,

신갈나무-가는잎그늘사초 군락, 벌개미취 군락, 키버들 군

락, 신갈나무 군락 등 총 13개의 주요군락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청옥산 산림습원은 인위적인 개발과 자연적인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림군집에 많은 식

물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종다양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대로 청옥산의 산림습원을 방

치할 경우 육화의 면적은 더욱더 넓어지고 습원으로서의

기능 또한 상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산림습원은 원

래의 식생에 가깝게 복원 및 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

며,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교란에 의한 훼손이 없도록 보

호해야 할 것이다. 산림습원의 복원 또는 복구를 위해서

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한

수환경의 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식생

의 복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적인 회복이 기

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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