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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두대간 조침령-신배령 구간 소나무림과 신갈나무림을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영구조사

구(100 m × 100 m)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총 50개소의 산림식생조사 자료를 토대로 Z-M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식생유형 분류를 수행하였던바,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락군이 분류되었으며, 군락단위에서는 물푸레나무군락과

까치박달군락으로 세분되었다. 물푸레나무군락은 군단위에서 소나무군과 가래나무군으로 나누어지며, 소나무군은 다

시 회나무소군과 머루소군으로 분류되었고, 까치박달군락은 시닥나무군과 사스래나무군으로 각각 세분되어, 총 5개

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식생단위별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림에서 소나무와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20%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소나무가 신갈나무보다 상대피도가 5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간연관 분석결과 크

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이는 식생단위의 식별종 및 표징종과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소나무림의 흉고직

경급별 개체 분포에서 중간직경급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정규분포를 나타낸 소나무와 이를 제외한 다른 수종은

직경이 커질수록 개체수가 감소하는 역 J자형의 분포유형을 나타내어 소나무림에서 신갈나무림으로 교체될 가능성

이 크다 판단된다. 반면 신갈나무림에서는 신갈나무를 포함한 다른 수종 모두 역 J자형의 분포유형을 나타내어 신갈

나무림은 당분간 안정된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vegetation structure of Pinus densiflora and Quercus mongolica

forests located in Jochimryeong to Shinbaeryeong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he survey for 50 plots

was conducted from April 2012 to August 2013 in the permanent plots (100 m × 100 m) using phytosociolog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vegetations were classified into five vegetation units. In species composition, they were

classified into Q. mongolica community group divided into 2 community such as Fraxinus rhynchophylla

community and Carpinus cordata community, F. rhynchophylla community was subdivided Pinus densiflor

group (into Euonymus sachalinensis subgroup, Vitis coignetiae subgroup) and Juglans mandshurica group. C.

cordata community was subdivided Acer komarovii group and Betula ermanii group. In terms of importance

value, P. densiflora and Q. mongolica were more than 20% respectively. P. densiflora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relative coverage. Analysis of interspecific association showed four types which were coincident with

differential species and character species on the constancy table. Based on the diameter class distribution, P.

densiflora forest presented a normal distribution pattern except for other species which showed a reverse J-

shaped distribution pattern, therefore P. densiflora forest would likely be replaced by Q. mongolica forests.

While in Q. mongolica forest, diameter class distribution of all species population presented a reverse J-shaped

distribution pattern, therefore Q. mongolica forest could likely remai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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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 이르러 서쪽으로 기울

어 남쪽 내륙의 지리산까지 이르는 1,400 km의 단절되지

않은 거대한 산줄기로, 이 땅을 대륙과 이어주는 뿌리이

자 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Lim, 1999; Ministry of

Environment, 2002).

백두대간의 개념은 신라말경 선승(禪僧)들에 의해 잉태

되어(Choi, 1990; Choi, 2002),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성숙

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완성되기까지 색다른 역사적

배경을 거쳤다(Shin, 2004).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고

려 승려 도선의 ‘옥룡기’에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일어나

지리에서 끝났으니 물의 근원, 나무줄기의 땅이다”라는 기

록이 있다. 그 후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대간’이라는 용어

를,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최초

로 사용하였고, 조선후기의 산경표에서 백두대간의 개념

을 체계적으로 완성하였으며 당시 조선의 산줄기 이음을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표현하였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0).

긴 역사에 걸쳐 기후와 지질적인 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백두대간과 그곳의 대규모 산림대는 한반도 전체의 생물

군집의 진화와 퇴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태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2).

이에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백

두대간 생태계변화를 파악하여 백두대간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을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과 정책 제안 등의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12), 백두대간 마루금의 복원도 추진해 나

가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한편, 우리나라 침엽수의 대표수종 중 하나인 소나무는

한라산(북위33° 20')에서 함경북도 은성군 중산(북위 43°

20')에 이르기까지 전국 온대림 지역 대부분을 점유하며

조림수종으로도 인기 있는 수종이다(Mirov, 1967; Yang,

2002; Lee et al., 2009). 소나무림은 전체 산림의 37%인

2,221천ha를 차지하여 가장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으며

강원지방소나무는 전체 소나무림의 24.8%(551천 ha)를 차

지하고 있다. 반면, 신갈나무림이 약 11%(677천 ha)로 가

장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3). 우리나라 산림 전체에서 신갈나무 분포면적에 비

해 소나무 분포면적이 월등히 높으나 지역구분 층위별 상

대빈도를 보면 강원지방에서는 신갈나무의 빈도는 32%

소나무는 17%로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신갈나무의 분포

비율이 높다(Korea Forest Service, 2013). Hwang et

al.(2012)은 남한 백두대간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갈나

무, 소나무 등이 공통적으로 출현하였으며 소나무보다 신

갈나무의 분포가 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1990;

Byun et al., 1998; Choi et al., 2000; Cho and Choi, 2002;

Kim and Choo 2003; Park et al., 2003). 이런 천이경향

은 소나무의 쇠퇴 및 도태가 예상되는 반면 신갈나무는

군집 내 우점을 유지하거나 늘어가는 추세이다 (Choi and

Oh, 2003; Oh et al., 2005; Choo and Kim, 2005; Kim

et al., 2011; An and Choo,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백두대간의 한 축인 오대산계 조침령

~신배령 구간의 한반도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과 신갈나무

림을 대상으로 식생구조와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생태

계변화의 해석 및 평가 자료로 구축하기 위하여 군락분류,

중요치 분석, 종관연관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오대산은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을 잇는 산

중에 하나로 강원도 평창군과 홍천군 및 강릉시 3개 시군

에 속하고 전체면적이 303.9 km2에 이르며, 주봉우리인 비

로봉(1,563 m)을 포함한 호령봉(1,531 m), 상왕봉(1,491 m),

두로봉(1,422 m) 동대산(1,434 m)등의 고봉이 많다. 본 연

구지역은 백두대간 오대산계 조침령~신배령구간으로 지

리적으로 북위 37°49'57"~37°54'59", 동경128°26'08"~

128°42'15"에 위치하고, 주요 지점으로는 갈전곡봉(1,204

m)과 응복산(1,359.6 m) 등을 들 수 있다. 

홍천 기상관측소의 최근 20년간(1994~2013) 기상자료

에 의하면 연평균기온이 약 10.7oC이었으며, 연평균강수

량이 약 1445.8 mm 정도로 강수량의 대부분이 7~9월에

집중되었다. 또한 최난월의 일평균 최고기온은 31.9oC, 절

대 최고기온은 33.8oC이었으며, 최한월의 일평균 최저기

Figure 1. Climate diagram of Hongcheon near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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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과 절대 최저기온은 모두 -16.4oC로 한서의 차가 심하

였다(Figure 1).

오대산은 우리나라 생태권역 구분에서 산악권역 속하

며, 이 권역은 특히 북방생태인자가 많이 남하하는 통로

로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역적인 건조에는 피

해를 덜 받고 인위적인 간섭이 비교적 적어 중요한 생물

들의 서식지를 지탱한다(Shin and Kim, 1996). 또한 기후

인자와 식생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냉온대 낙엽활엽수림

대에 속하며(Lim, 1989; Lee et al., 1996a,b)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난티나무, 거제수나무, 까치박달 등이 주요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해발 700 m이상의 고지대 능선부

및 계곡부에 전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 침엽수종

이 분포하고 있다(Lee et al., 1996b).

2. 야외조사 및 분석방법

현지조사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7개월

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한반도에 가장 대표식생인 소나무

림과 신갈나무림의 식생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분별

로 각1개소(100 m × 100 m)의 영구조사구를 선정하였다.

조사구는 다시 20 m × 20 m로 나누어 임분별 1개소당

25개 소방형구(subplot)로 구분하여 총 50개소에 대해 조사

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식생의 종조성과 구조 그리고 입지

정보를 중심으로 하였다. 전자는 식물사회학적 방법을 정

리한 식생조사법에 따라 조사구별 전유관속 식물의 종류,

출현하는 각 종의 피도(coverage)와 개체수를 조합시킨 우

점도(dominance)계급을 층위별로 구분하여 판정 기록하며,

생육상태는 종 개체의 집합 혹은 이산의 정도에 따른 군도

(sociality)계급 등을 측정하였다. 후자는 소방형구의 입지환

경이 유사하지만, 식물종구성과 구조적인 측면의 차별성은

미세한 환경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조사구별 방위,

경사, 해발고 그리고 기타 입지 특성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조사지 내의 생육하는 흉고직경(DBH) 2이상의 모

든 교목성, 아교목성 수종의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였

다. 총 50개 방형구의 식생자료를 토대로 Ellenberg(1956)의

표조작법과 Hill(1979)의 TWINSPAN을 이용하여 소표(raw

table)로부터 여러 단계의 표조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

재도로 나타낸 식별표를 작성하여 식생유형을 분석하였다.

각 조사지역별 종의 점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생조

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Curtis와 McIntosh(1951)의 방

법에 따라 종들의 상대밀도(RD), 상대피도(RC), 상대빈도

(RF)를 합산한 중요치(I.V.: Importance Value)를 산출하였다.

·상대밀도(RD) = 

·상대피도(RC) = 

·상대빈도(RF) = 

·상대빈도(RF) = 

그리고 종간의 연관을 검사하기 위해 50개의 방형구로부

터 기록된 180종 중 식물사회학적 군락분류에 나타난 표징

종 및 식별종을 중심으로 10%이상의 빈도를 갖는 종 55종

을 선발하여 2 × 2 분할표를 작성한 후 χ2계산과 행렬표 작

성 및 종 성좌표 작성의 순서로 종간연관분석을 실시하였

다(Lee et al., 1996b; Yeocheon Ecology Research,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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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oca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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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목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엑셀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직경급 분포도를 작성하여 개체군의 지속

성 여부를 분석하였다(Barbour et al., 1987).

결과 및 고찰

1. 식생 군락 유형 분류

오대산 소나무림과 신갈나무림 50개소의 산림식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식생유

Table 1. 2×2 contingency table for association between two
species, A and B(Cole, 1949).

species B

Present Absent

species A
Present a b m=a+b

Absent c d n=c+d

r=a+c s=b+d N=a+b+c+d

*a=The number of SUs where both species occur
b=The number of SUs where species A occurs, but not B
c=The number of SUs where species B occurs, but not A
d=The number of SUs where neither A nor B are found

Table 2. Differentiated constancy table of forest vegetation in the study area.

Community group

Community A B

Vegetation unit 1 2 3 4 5 Korean name

Altitude(m) 806 765 812 1,262 1,150

Slope degree(°) 15 18 18 20 39

Topography MS MS MS US US

Bare rock(%) 30 33 75 25 29

Bare soil(%) 13 6 26 15 29

Coverage tree layer(%) 78 72 71 87 87

Coverage subtree layer(%) 60 62 66 81 78

Coverage of shrub layer(%) 61 59 46 33 54

Coverage of herb layer(%) 78 81 78 80 89

Height of tree layer(m) 14 15 15 13 14

Height of subtree layer(m) 7 9 8 8 9

Height of shrub layer(m) 3 3 3 2 3

DBH of tree layer(cm) 18 19 14 21 17

DBH of subtree layer(cm) 13 14 9 12 12

DBH of shrub layer(cm) 4 4 4 4 8

Number of present species 26 32 40 38 35

Relevé 16 5 4 15 10

1.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Quercus mongolica community group;

Quercus mongolica V24 IV34 2+2 V35 V34 신갈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V13 IV12 412 V24 V13 당단풍나무
Carex siderosticta V+2 V11 2+1 V+2 V+1 대사초
Tripterygium regelii V+2 V13 213 V+3 V12 미역줄나무
Tilia amurensis V+3 IV+2 422 V14 V12 피나무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V14 IV12 1++ V+4 V13 철쭉
Symplocos chinensis V+2 III22 - III+1 I++ 노린재나무
Coryl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V+2 V+3 111 I+1 II++ 물개암나무
Ainsliaea acerifolia IV+2 III13 - V14 V13 단풍취
Astilbe rubra II++ IV++ 2+1 V+2 IV+1 노루오줌
Calamagrostis arundinacea II+2 I++ 3+1 V+4 V+3 실새풀
Pseudostellaria palibiniana II++ I++ 2+2 V+2 V+1 큰개별꽃
Isodon excisus III+1 II22 233 IV+4 IV+2 오리방풀
Athyrium niponicum III+1 III+1 1++ III+2 V+1 개고사리
Artemisia stolonifera I+1 III++ 212 III+1 III+1 넓은잎외잎쑥
Carex humilis var. nana III+1 I22 211 I++ II++ 가는잎그늘사초
Abies holophylla III+1 II+1 2+1 II++ I++ 전나무

2.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Fraxinus rhynchophylla community ;

Fraxinus rhynchophylla III+1 IV11 313 I++ I++ 물푸레나무
Lespedeza maximowiczii V13 V23 211 I++ - 조록싸리
Lindera obtusiloba V+2 V+3 2+2 - - 생강나무
Stephanandra incisa IV+2 V+1 2++ I++ - 국수나무
Sasa borealis V24 V14 2+2 I++ - 조릿대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IV+1 III++ 4+1 I++ - 둥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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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분류를 수행하였던 바,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락

군이 분류되었으며, 신갈나무군락군은 물푸레나무군락과

까치박달군락으로 세분되었다. 물푸레나무군락은 소나무

군과 가래나무군으로 나누어지며 소나무군은 다시 회나무

소군과 머루소군으로 분류되었고, 까치박달군락은 시닥나

무군과 사스래나무군으로 세분되었다. 조사지역내의 신갈

나무군락군은 총 2개 군락과 4개 군, 2개 소군으로의 분류

체계를 가졌으며 총 5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Table 2).

Table 2. Continued.

Community group

Community A B

Vegetation unit 1 2 3 4 5 Korean name

Viola albida III++ III++ 2++ - - 태백제비꽃

Actinidia polygama III+2 II++ 111 ++ - 개다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III+2 - 2++ - - 진달래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I+1 I11 213 - - 쉬땅나무

3.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Pinus densiflora group;

Pinus densiflora V14 III44 - ++ - 소나무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IV+1 III+1 - ++ - 산앵도나무

Sorbus alnifolia II+1 II12 111 - - 팥배나무

4.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Euonymus sachalinensis subgroup;

Euonymus sachalinensis III+1 - 111 - - 회나무

Euonymus pauciflorus II++ ++ - - - 회목나무

Abelia mosanensis II++ ++ - - - 댕강나무

Maackia amurensis II+1 22 - - - 다릅나무

5.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Vitis coignetiae subgroup;

Vitis coignetiae 11 IV+1 - - - 머루

Codonopsis lanceolata ++ II++ - - - 더덕

6.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Juglans mandshurica group;

Juglans mandshurica - - 213 - - 가래나무

Aconitum jaluense - - 411 I++ - 투구꽃

Pseudostellaria davidii - - 313 - - 덩굴개별꽃

Staphylea bumalda - - 312 - - 고추나무

Cardamine leucantha - - 311 - - 미나리냉이

Pyrus pyrifolia I++ - 2+1 - - 돌배나무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 I++ 2+1 - - 파리풀

Athyrium vidalii I11 - 2+1 - - 산개고사리

Dicentra spectabilis - - 211 - - 금낭화

Equisetum hyemale - - 2++ - - 속새

Syringa patula var. kamibayshii - - 2++ - - 정향나무

Oxalis obtriangulata - - 2+1 - - 큰괭이밥

Hylomecon vernalis - - 2+1 - - 피나물

Corydalis ochotensis - - 2+1 - - 눈괴불주머니

7.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Carpinus cordata community;

Carpinus cordata - - - V14 V12 까치박달

Pinus koraiensis - - - V+2 V+1 잣나무

Schisandra chinensis I++ - 2+3 V+3 V+1 오미자

Hepatica asiatica II12 I11 1++ V+2 V+2 노루귀

Aster scaber I++ - 1++ V+2 IV++ 참취

Asperula odorata - - - V+1 V+1 선갈퀴

Pimpinella brachycarpa - - - V13 V+1 참나물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 - - V+2 IV++ 여로

Saussurea seoulensis - - - V+2 II+1 분취

Angelica gigas - - 111 IV+2 III+1 참당귀

Disporum smilacinum - - - IV++ II++ 애기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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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갈나무군락군(Quercus mongolica community group)

본 군락은 당단풍나무, 대사초, 미역줄나무, 피나무, 철

쭉, 노린재나무, 물개암나무, 단풍취, 노루오줌, 실새풀, 큰

개별꽃, 오리방풀, 개고사리, 넓은잎외잎쑥, 가는잎그늘사

초, 전나무에 의해 구분된 군락군으로 이는 우리나라 산

림식생을 식물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신

갈나무 군락형으로 대표된다는 것과 일치하며(Yun et al.,

2011), 오대산 조침령~신배령 구간 또한 신갈나무 군락형

Table 2. Continued.

Community group

Community A B

Vegetation unit 1 2 3 4 5 Korean name

Asarum sieboldii II++ - 1++ IV+1 III++ 족도리풀

Ligularia fischeri - - - III+2 II++ 곰취

Viola collina II++ II++ - II+1 IV+1 둥근털제비꽃

Angelica decursiva - - - II+1 II+1 바디나물

Rubia chinensis - - - II++ II++ 큰꼭두서니

8.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Acer komarovii group;

Acer komarovii - - - III+1 I+1 시닥나무

Weigela subsessilis - - 1++ II++ I++ 병꽃나무

Viola diamantiaca - - - IV+1 I++ 금강제비꽃

Athyrium yokoscense I++ I11 - IV+2 I+1 뱀고사리

Hanabusaya asiatica - - - IV+1 - 금강초롱꽃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 - - IV+1 I++ 미역취

Adenophora grandiflora - - - III+1 I++ 도라지모시대

Paris verticillata - - - II++ I++ 삿갓나물

Veratrum oxysepalum - - - II++ - 박새

Galium kinuta - - - II+1 - 민둥갈퀴

Carex lanceolata - - - II+3 - 그늘사초

Euonymus macropterus - - 111 II+1 - 나래회나무

9.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Betula ermanii group;

Betula ermanii - - - - III11 사스래나무

Hepatica insularis - - - II+1 V+2 새끼노루귀

Smilacina japonica - - - ++ IV++ 풀솜대

Adenophora remotiflora - - - +2 III+1 모시대

Saussurea grandifolia - - - - III++ 서덜취

10.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differential species group;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I12 V13 3+4 - - 느릅나무

Dioscorea septemloba - IV++ 3+1 - - 국화마

Morus bombycis I11 I11 2+3 - - 산뽕나무

Brachybotrys paridiformis I11 IV+1 4+2 - - 당개지치

Isodon inflexus - II11 122 - - 산박하

11. Acer pictum subsp. mono differential species group; 

Acer pictum subsp. mono I+1 IV11 423 III+1 II+1 고로쇠나무

Magnolia sieboldii II+1 II+1 2+1 IV+1 III+1 함박꽃나무

Rubus crataegifolius I+1 II+1 3+1 II13 II++ 산딸기

Philadelphus schrenkii - I++ 4+1 III+1 V+1 고광나무

12. Companions species group; 

Kalopanax septemlobus II+1 I11 - I++ II++ 음나무

Meehania urticifolia I++ - 4+1 III+1 II++ 벌깨덩굴

Rubia akane I++ - 3+1 I+1 II++ 꼭두서니

Caulophyllum robustum - - 2+1 I++ - 꿩의다리아재비

Clematis heracleifolia I++ II12 311 II+4 - 병조희풀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 - 2+2 - I++ 꿩의다리

Viola variegata - - 1++ I++ I++ 알록제비꽃

The others 81 companion specie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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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물푸레나무군락(Fraxinus rhynchophylla community)

본 군락은 종군 2의 높은 상재도로 구분된 군락으로 물

푸레나무, 조록싸리, 생강나무, 국수나무, 조릿대, 둥굴레,

태백제비꽃, 개다래, 진달래, 쉬땅나무을 식별종이 출현하

며 하위단위로 소나무군과 가래나무군의 2개 하급식생단

위로 세분되었다.

3) 소나무군(Pinus densiflora group)

소나무, 산앵도나무, 팥배나무를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5의 높은 상재도와 우점도로 구분된 군락으로 회나무소군

과 머루소군 2개의 하급식생단위로 세분되었다.

4) 회나무소군(Euonymus sachalinensis subgroup)

회나무소군은 회나무, 회목나무, 댕강나무, 다릅나무 등

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구분되었다. 입지환경으로 평균해

발고 806 m(531 m~841 m), 평균경사도 15°(5°~35°), 평균

암석노출도 31%(0%-70%)로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

층 13 m(10 m-20 m), 아교목층 7 m(5.5 m-13 m), 관목층

3 m(2 m-3 m)였으며,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 18 cm(14 cm-

25 cm), 아교목층 13 cm(8 cm-19 cm), 관목층 4 cm(3 cm-

5 cm), 출현종수는 26종(20-36종)으로 나타났다.

5) 머루소군(Vitis coignetiae subgroup)

머루소군은 머루, 다래의 식별종이 출현하였으며, 입지

환경으로는 평균해발고 765.4 m(526 m-845 m), 평균경사

도 18°(5°-35°), 평균암석노출도 32.8%(3%-78%)로 나타났

다. 평균수고는 교목층 14.8 m(11 m-19 m), 아교목층

9.1 m(6.5 m-14 m), 관목층 2.5 m(2 m-3 m)였으며, 평균흉

고직경은 교목층 19.2 cm(15 cm-23 cm), 아교목층 14.2 cm

(9 cm-18 cm), 관목층 4 cm(3 cm-5 cm), 출현종수는 32종

(30-35종)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6)의 일월산 머루군

락과는 다른 식별종으로 나타났다.

6) 가래나무군(Juglans mandshurica group)

가래나무군은 가래나무, 덩굴개별꽃, 고추나무, 미나리

냉이, 돌배나무, 파리풀, 산개고사리, 금낭화, 속새, 정향나

무, 큰괭이밥, 피나물, 눈괴불주머니의 식별종 출현에 의

해 구분되었다. 입지환경으로는 평균해발고 811.8 m(799 m-

838 m), 평균경사도 17.5°(10°-20°), 평균암석노출도 75%

(70%-80%)로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 15 m(13 m-

20 m), 아교목층 7.8 m(5.5 m-11 m), 관목층 2.6 m(2 m-

3 m)였으며,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 13.5 cm(10 cm-

16 cm), 아교목층 9.25 cm(7 cm-11 cm), 관목층 3.75 cm

(3 cm-5 cm)으로 나타났다. 출현종수는 40종(36-46종)으로

전체 식생단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계곡부의

습윤한 환경이 생육조건에 적합한 식물종이 다른 식생단

위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Kim and Yun, 2009;

Lee et al., 2012). 또한 가래나무군의 식별종은 Lee et al.

(2001)의 면산 가래나무군락군으로 분류된 식별종과는 차

이가 있으나 지형이 계곡부에 속한 것과 출현 종수가 많

고, 암석노출도가 높은 것이 일치하였다. 

7) 까치박달군락(Carpinus cordata community)

본 군락은 까치박달, 잣나무, 오미자, 노루귀, 참취, 선

갈퀴, 참나물, 여로, 분취, 참당귀, 애기나리, 족도리풀, 곰

취, 둥근털제비꽃, 바디나물, 큰꼭두서니의 식별종이 출현

하며, 하위단위로 시닥나무군과 사스래나무군의 2개 하급

식생단위로 세분되었다.

8) 시닥나무군(Acer komarovii group)

시닥나무군은 시닥나무, 병꽃나무, 금강제비꽃, 뱀고사

리, 금강초롱꽃 미역취, 도라지모시대, 삿갓나물, 박새, 민

둥갈퀴, 그늘사초, 나래회나무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구분

되었다. 입지환경으로는 평균해발고 1,261.5 m(1,229 m-

1,289 m), 평균경사도 19.6°(10°-32°), 평균암석노출도 25%

(3%-78%)로 나타났다. 평균수고는 교목층 12.8 m(10 m-

15 m), 아교목층 8.3 m(6.5 m-11 m), 관목층 2.2 m(1.5 m-

3 m)였으며, 평균흉고직경은 교목층 12.8 cm(10 cm-15 cm),

아교목층 8.3 cm(6.5 cm-10 cm), 관목층 2.2 cm(1.5 cm-

3 cm), 출현종수는 38종(31-47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

and Yun(2006)의 설악산 시닥나무 소군의 식별종에서 뱀

고사리가 같게 나타났다.

9) 사스래나무군(Betula ermanii group)

사스래나무, 새끼노루귀, 풀솜대, 모시대, 서덜취의 식

별종 출현에 의해 구분되었으며, 입지환경으로는 평균해

발고 1,149.7 m(1,245 m-1,273 m), 평균경사도 27.8°(10°-

38°), 평균암석노출도 29.3%(3%-80%)로 나타났다. 평균

수고는 교목층 13.7 m(10 m-17 m), 아교목층 8.6 m(6 m-

11 m), 관목층 2.8 m(1.5 m-3 m)였으며, 평균흉고직경은 교

목층 17.4 cm(16 cm-19 cm), 아교목층 11.8 cm(7 cm-13 cm),

관목층 7.5 cm(2 cm-10 cm), 출현종수는 35종(28-41종)으

로 나타났다. 평균해발고가 다른 식생단위에 비해 높게 나

타났으나, 비슷한 위도의 구룡산(1,346 m)과 소백산(비로

봉 1,469.5 m)에는 Yun et al.(2011)에 나타난 아고산대생

태형 식물종인 청시닥나무, 주목, 털진달래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Yun et al., 2010; Lee et al., 2012).

2. 중요치 분석

중요치는 구성종들의 생태적 중요도 또는 영향력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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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portance value of major species in each vegetation unit.

Vegetation Unit Species RD RF RC IV(%) Korean name

1

Quercus mongolica 30.29 15.53 34.66 26.83 신갈나무

Pinus densiflora 6.68 14.56 52.47 24.57 소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40.08 15.53 4.91 20.17 당단풍나무

Tilia amurensis 15.28 15.53 5.65 12.15 피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1.85 7.77 0.35 3.32 물푸레나무

Sorbus alnifolia 0.66 5.83 0.15 2.21 팥배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0.99 4.85 0.65 2.17 느릅나무

Kalopanax septemlobus 0.73 3.88 0.63 1.75 음나무

Maackia amurensis 1.12 3.88 0.09 1.70 다릅나무

Abies holophylla 0.79 1.94 0.05 0.93 전나무

Pyrus pyrifolia 0.46 1.94 0.07 0.82 돌배나무

Morus bombycis 0.33 1.94 0.05 0.77 산뽕나무

Magnolia sieboldii 0.26 1.94 0.02 0.74 함박꽃나무

Ulmus laciniata 0.20 0.97 0.06 0.41 난티나무

Betula davurica 0.07 0.97 0.19 0.41 물박달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0.07 0.97 0.01 0.35 고로쇠나무

Betula schmidtii 0.07 0.97 0.00 0.35 박달나무

Coryl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0.07 0.97 0.00 0.35 물개암나무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2

Pinus densiflora 6.47 9.38 55.88 23.91 소나무

Quercus mongolica 28.42 12.50 20.38 20.43 신갈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29.14 9.38 3.10 13.87 당단풍나무

Tilia amurensis 13.31 15.63 8.18 12.37 피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3.60 9.38 5.45 6.14 느릅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6.12 9.38 2.34 5.94 물푸레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2.88 9.38 0.37 4.21 고로쇠나무

Cornus controversa 2.88 3.13 2.54 2.85 층층나무

Sorbus alnifolia 1.44 6.25 0.21 2.63 팥배나무

Maackia amurensis 1.08 6.25 0.52 2.62 다릅나무

Abies holophylla 2.16 3.13 0.72 2.00 전나무

Tilia manshurica 1.44 3.13 0.21 1.59 찰피나무

Morus bombycis 1.08 3.13 0.12 1.44 산뽕나무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3

Acer pictum subsp. mono 30.18 10.81 25.52 22.17 고로쇠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8.88 8.11 16.14 11.04 느릅나무

Tilia amurensis 9.47 10.81 11.29 10.52 피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7.10 8.11 8.05 7.75 물푸레나무

Juglans mandshurica 2.37 2.70 17.08 7.38 가래나무

Morus bombycis 8.28 8.11 2.51 6.30 산뽕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8.88 8.11 1.67 6.22 당단풍나무

Abies holophylla 8.28 5.41 2.64 5.44 전나무

Kalopanax septemlobus 1.18 5.41 4.79 3.79 음나무

Rhamnus davurica 3.55 2.70 0.97 2.41 갈매나무

Magnolia sieboldii 2.96 2.70 0.24 1.97 함박꽃나무

Betula davurica 0.59 2.70 2.20 1.83 물박달나무

Cornus controversa 1.18 2.70 1.57 1.82 층층나무

Pyrus pyrifolia 1.78 2.70 0.71 1.73 돌배나무

Betula costata 0.59 2.70 1.69 1.66 거제수나무

Maackia amurensis 1.18 2.70 0.96 1.62 다릅나무

Euonymus macropterus 1.18 2.70 0.59 1.49 나래회나무

Quercus mongolica 0.59 2.70 1.04 1.45 신갈나무



백두대간 조침령-신배령 구간 소나무림과 신갈나무림의 군락구조 347

현하는 객관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Curtis and Mcintosh,

1951). 식물사회학적으로 구분된 식생단위별로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식생단위 1은 소나무림 조사지였으나 신갈

나무의 중요치가 2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나무

24.57, 당단풍나무 20.17, 피나무 12.15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구성요소로 살펴볼 때 소나무는 상대피도(52.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밀도(6.68)가 낮게 나타났고,

반면 신갈나무는 상대밀도(30.29)와 상대피도(34.66)가 비

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식생단위 2의 결과 소나무 23.91,

신갈나무 20.43, 당단풍나무 13.87, 피나무 12.37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식생단위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는 상대피도(55.88)가 높게 나타났으나, 신갈나무의 경우

상대밀도(28.42)와 상대피도(20.38)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식생단위 3에서는 식별종이 주로 계곡부 수종으로 고로쇠

나무 22.17, 느릅나무 11.04, 피나무 10.52, 물푸레나무

7.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단위 1, 2, 3이 소나무림

으로 소나무가 주요 우점종으로 선정된 것은 밀도나 빈도

보다는 피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신갈

Table 3. Continued.

Vegetation Unit Species RD RF RC IV(%) Korean name

3

Sorbus alnifolia 0.59 2.70 0.22 1.17 팥배나무

Coryl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0.59 2.70 0.11 1.13 물개암나무

Ulmus laciniata 0.59 2.70 0.03 1.11 난티나무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4

Quercus mongolica 9.76 14.85 49.83 24.81 신갈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43.56 14.85 11.04 23.15 당단풍나무

Carpinus cordata 25.76 14.85 13.35 17.98 까치박달

Tilia amurensis 17.46 14.85 21.44 17.92 피나무

Pinus koraiensis 0.73 9.90 2.22 4.28 잣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0.44 4.95 0.58 1.99 고로쇠나무

Acer komarovii 0.68 4.95 0.28 1.97 시닥나무

Cornus controversa 0.39 4.95 0.37 1.91 층층나무

Magnolia sieboldii 0.44 4.95 0.08 1.82 함박꽃나무

Euonymus oxyphyllus 0.20 2.97 0.04 1.07 참회나무

Euonymus macropterus 0.10 1.98 0.03 0.70 나래회나무

Abies holophylla 0.10 1.98 0.02 0.70 전나무

Tilia manshurica 0.10 0.99 0.44 0.51 찰피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0.20 0.99 0.06 0.41 물푸레나무

Abies nephrolepis 0.05 0.99 0.15 0.40 분비나무

Kalopanax septemlobus 0.05 0.99 0.05 0.36 음나무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5

Acer pseudosieboldianum 38.30 12.50 12.70 21.17 당단풍나무

Tilia amurensis 18.43 12.50 29.68 20.20 피나무

Carpinus cordata 28.51 12.50 16.22 19.07 까치박달

Quercus mongolica 6.26 12.50 30.66 16.48 신갈나무

Pinus koraiensis 1.37 10.00 3.69 5.02 잣나무

Betula ermanii 1.30 7.50 0.81 3.20 사스래나무

Cornus controversa 1.08 5.00 1.76 2.61 층층나무

Kalopanax septemlobus 1.01 3.75 2.68 2.48 음나무

Magnolia sieboldii 1.44 5.00 0.46 2.30 함박꽃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0.43 3.75 0.14 1.44 고로쇠나무

Tilia manshurica 0.29 3.75 0.25 1.43 찰피나무

Acer komarovii 0.79 2.50 0.23 1.17 시닥나무

Prunu spadus 0.14 2.50 0.32 0.99 귀룽나무

Euonymus oxyphyllus 0.22 2.50 0.04 0.92 참회나무

Acer mandshuricum 0.14 1.25 0.31 0.57 복장나무

Syringa wolfii 0.22 1.25 0.05 0.51 꽃개회나무

Abies nephrolepis 0.07 1.25 0.01 0.44 분비나무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RD:Relative Density, RF:Relative Frequency, RC:Relative Coverage IV:Importa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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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개체수가 소나무의 개체수도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생단위 4와 식생단위 5는 신갈나

무림으로, 식생단위 4에서는 신갈나무 24.81, 당단풍나무

23.15, 까치박달 17.98, 피나무 17.92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신갈나무의 상대피도(49.83)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중요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당단풍나무(43.56)

와 까치박달(25.76)의 상대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분지

된 형태로 존재하여 개체수가 많이 분포하므로 비율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단위 5에서는 당단풍나무 21.17,

피나무 20.20, 까치박달 19.07, 신갈나무 16.48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당단풍나무, 피나무 그리고 까치박달이 신갈

나무보다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식생단위 4와

마찬가지로 신갈나무의 상대피도(30.66)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당단풍나무(38.30), 피나무(18.43), 까치박달(28.51)

의 상대밀도가 신갈나무(6.26)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신갈

나무는 직경이 큰 나무로 분포하고 당단풍나무, 까치박달

은 직경이 작은 나무들이 분지된 형태로 개체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u et al.(2003)의 속리산

과 오대산의 산림군집 연구에서 속리산에서 소나무가 가

장 높은 중요치로 나타났다. 소나무가 주요 우점종으로 선

정된 것은 밀도나 빈도보다는 피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

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소나무림의 중요치와 비슷한 결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대산 중요치 결과는 신갈나무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당단풍나무, 피나무, 전나무,

까치박달, 고로쇠나무 그리고 소나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본 조사지의 소나무림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내나, 신갈나무림 중요치와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신갈나무림에서는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피나무, 그

리고 까치박달나무의 경쟁이 예상된다. 

3. 종간연관분석

두 수종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우연

성을 초월하여 서식처를 공유하며 어울려 생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 수종

의 존재 여부가 상대수종의 출현 여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두 수종이 미세 환경 요소들의

복합적인 양상에 비슷한 분포반응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종구성상태가 대단히 복잡한 군집에서는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하여 수종의 집단과 미세 환경과

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수종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군총으로 취급될 수 있고, 각 집단의 수종구성 상태를 파

악함으로써 국부적인 산림지의 생태적 천이단계를 추정

할 수도 있다(Welch, 1960; Kim et al., 1993; Yun and

Hong, 2000; Kim, 2009). 본 조사지에 있어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분류된 표징종과 식별종 중 대표적인 55개의

종을 대상으로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종간

Table 4. Species more than 10% frequency in differential

species groups.

Korean name  Scientific name  No.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 1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2

대사초 Carex siderosticta 3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4

피나무 Tilia amurensis 5

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6

단풍취 Ainsliaea acerifolia 7

전나무 Abies holophylla 8

물푸레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9

조록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10

생강나무 Lindera obtusiloba 11

소나무 Pinus densiflora 12

산앵도나무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13

팥배나무 Sorbus alnifolia 14

회나무 Euonymus sachalinensis 15

회목나무 Euonymus pauciflorus 16

댕강나무 Abelia mosanensis 17

다릅나무 Maackia amurensis 18

머루 Vitis coignetiae 19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20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21

덩굴개별꽃 Pseudostellaria davidii 22

고추나무 Staphylea bumalda 23

미나리냉이 Cardamine leucantha 24

돌배나무 Pyrus pyrifolia 25

속새 Equisetum hyemale 26

정향나무 Syringa patula var. kamibayshii 27

큰괭이밥 Oxalis obtriangulata 28

피나물 Hylomecon vernalis 29

까치박달 Carpinus cordata 30

잣나무 Pinus koraiensis 31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32

참취 Aster scaber 33

선갈퀴 Asperula odorata 34

참나물 Pimpinella brachycarpa 35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36

분취 Saussurea seoulensis 37

참당귀 Angelica gigas 38

애기나리 Disporum smilacinum 39

곰취 Ligularia fischeri 40

시닥나무 Acer komarovii 41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42

금강제비꽃 Viola diamantiaca 43

금강초롱꽃 Hanabusaya asiatica 44

미역취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45

삿갓나물 Paris verticillata 46

도라지모시대 Adenophora grandiflora 47

그늘사초 Carex lanceolata 48

사스래나무 Betula ermanii 49

새끼노루귀 Hepatica insularis 50

풀솜대 Smilacina japonica 51

모시대 Adenophora remotiflora 52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53

고로쇠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54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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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i-square matrix for major 55 species found in 180 stands in the study area.

Figure 4. Species constellation showi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55 specie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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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분석하였다(Table 4, Figure 3, Figure 4).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

는데 즉, 그룹 I은 신갈나무군락군의 표징종과 일치하였

으며 그룹 II와 그룹 III은 각각 식생단위 2와 식생단위 3

의 식별종과 일치하였고 그룹 IV는 식생단위 4와 식생단

위 5의 식별종과 일치하였다. 이중 그룹 III은 소나무림 중

에서도 계곡부에서 출현하는 종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이들 종의 대부분은 1%의 양의 결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e et al.(1998)은 오대산 삼림식생의 종간

상관관계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중 A그룹은 신갈

나무군락으로 미역줄나무, 고로쇠나무, 단풍취, 대사초, 모

시대, 철쭉, 미역취, 애기나리, 잣나무, 진달래 등으로 그

룹 I과 그룹 IV인 신갈나무림의 종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B그룹인 소나무군락을 포함한 나머지 두 그룹에

서는 본 조사지 내의 그룹 II와 그룹 III과는 서로 다른 관

계로 나타났다.

4. 직경급 구조

직경급 분포도를 보면 그 개체군의 지속적 유지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Barbour et al., 1987; Lee et al., 2007). 직경급 분포도에

서 역 J자형은 동령림의 경우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

미하며(Ford, 1975; Mohler et al., 1978; Lee et al., 2007),

동령림이 아닌 이령림의 경우 침입집단 또는 극상림 집단

의 특징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하

고 역 J자형과 집단과 정규분포형 집단이 공존하고 전자

가 후자보다 작은 개체로 구성된 군락의 경우 후자는 전

자에 의해 교체되어 천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rbour et al., 1987; Lee et al., 2007). 소나무림과 신갈

나무림의 직경급구조를 나타낸 결과, 소나무림에서는 소

나무개체군만 정규분포형태로 분포하며 주요 분포수종인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피나무는 역 J자형 분포 형태로 나

타났다. 이는 Song and Jang(1997)의 결과와 일치하며, 후

에 신갈나무림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판단된다. 반면,

신갈나무림에서는 신갈나무를 비롯한 주요 수종인 당단

풍나무, 피나무, 까치박달이 모두 역 J자의 형태로 나타났

다. Lee et al.(2007)은 직경급구조가 역 J자를 나타내면 안

정된 임분상태를 나타내며, 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신갈나무림은 당분간 안정된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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