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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백두대간 중부권역의 구룡산, 소백산, 백화산, 속리산, 백학산 등 5지역을 대상으로 복잡 다양한

천연림 군집을 분류하고 산림피복유형을 집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표본법을 이용하여 1,114개의 표본점에서 식

생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된 식생자료를 바탕으로 Cluste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7개 군집으로 분류되

었으며, 분류된 군집의 상층 수종구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신갈나무림형, 중생혼합림형, 굴참나무림형, 소나무림형,

기타활엽수림형, 졸참나무림형, 아고산대림형 등 총 7개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하였다. 연구 대상지에서 신갈나무

림형이 가장 넓게 분포하였고, 산림피복유형마다 신갈나무의 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종다양성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생혼합림형과 기타활엽수림형은 계곡에 많이 분포하였고, 신갈나무림형과 소나무림형은 능선

부위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ssify forest communities and to aggregate forest cover types for the

complex and diversified natural forest areas of Guryongsan, Sobaeksan, Baekhwasan, Sokrisan, and Baekhaksan

in the middle part of Baekdudaegan. The vegetation data were collected by point-centered quarter sampling

method. One thousand one hundred fourteen sample points were subjected to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27

forest communities, which were aggregated into 7 representative forest cover types on the basis of community

similarity from composition of canopy species. They were Quercus mongolica forest cover type, mixed

mesophytic forest cover type, Q. variabilis forest cover type, Pinus densiflora forest cover type, the others

deciduous forest cover type, Q. serrata forest cover type, and subalpine forest cover type. The Q. mongolica

forest cover type was most widely distributed in the study areas. It was assumed that abundance of Q.

mongolica might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pecies diversity. Mixed mesophytic forest cover type and the

others deciduous forest cover type were commonly distributed in the areas of valley, on the other hand, Q.

mongolica cover type and P. densiflora cover type tended to be distributed in the areas of ridge. 

Key words: baekdudaegan mountains, Quercus mongolica, community similarity, species diversity, classification of forest

서 론

백두대간이란 개념은 신라말엽부터 고려 초기에 잉태

되어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하였고, 조선시대에 와서

완성되었으며(Shin, 2004),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걸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산줄기로

서 1,000년의 세월 동안 개념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

리적으로는 1,400 km 이상에 걸쳐 있어(Choi, 1990; Choi,

1996)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이자 국토의 근간으

로 평가되어 왔다. 남한 백두대간은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

왕봉까지 약 680 km로 지리적으로는 우리 국토 공간구조

의 골격이며, 산업적으로는 천연림이 분포하는 산림자원

의 비축기지이며, 문화적으로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

이자 휴양 및 생태체험의 장소이며, 생태적으로는 한반도

생태축이자 야생 동·식물의 이동통로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Korea Forest Service, 2008).

식생은 기후, 지형, 토양 등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생물

의 영향과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그 양상이 변화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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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식생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식생은 어느 특정지역에 다

양한 식물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종들은 공간과 환경

적 특성 등에 의해 분포한다. 따라서 일정한 환경조건 하

의 서식지에는 우점하는 몇몇 식물군락들로 구성되고, 이

들 각각의 식생은 군집 내 우점하는 식물의 특성과 형태

에 따라 특정 지워진다(Barbour et al., 1987). 

산림유형의 분류는 비교적 동질성을 가지는 산림의 군집

이나 군총이 다른 식생 단위와는 구별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식생 부류를 같은 집단으로 묶어주는 시도이다

(Lee et al., 1996; Chung and Kim, 2012). 산림생태계의 지

속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생태 단위는 생태임업적 산

림경영계획수립과 객관적인 시업단위를 결정하는데 필수

적이며, 대부분 상관적 식별이 가능한 식생 단위에 그 기초

를 두고 있다(Jo et al., 2004). 산림식생 분류방법 중 우리나

라 산림식생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 체계는 산림우점형분

류, 산림피복형분류, 산림서식지형분류 등이 있는데 산림

피복형분류는 현재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층 수목의

종에 의하여 나누어지고 명명되어 분류된 산림의 범주이기

때문에 산림의 발달과정보다는 현재 구성요소에 중점을 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1996; Lee et al., 2014).

남한의 백두대간은 남부권역(지리산 천왕봉~추풍령), 중

부권역(추풍령~도래기재), 북부권역(도래기재~향로봉)으

로 나눌 수 있는데(Korea Forest Service and Green Korea,

1999;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3), Hwang et

al.(2012)이 북부권역 천연림을, Lee et al.(2014)이 남부권

역 천연림을 대상으로 산림피복유형을 집약하였으나 중

부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백두대간 중부권역에서 선행된 연구는 대부분 관속 식

물상이나 개별 산의 종조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

룡산에서는 Lee et al.(2012)이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으

로 금강소나무군집, 고로쇠나무군집, 신갈나무전형군집

등 총 7개의 식생단위를 분류해 보고하였다. 소백산 국립

공원에서는 Yun et al.(2010)이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으

로 소나무군집, 청시닥나무군집, 층층나무군집 등 총 8개

의 식생단위로 분류해 보고하였다. 백화산에서는 Cho et

al.(1991)등이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크게 신갈나무

-쇠물푸레나무군집과 물푸레나무-고로쇠나무군집 등으로

분류하였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You(1996)가 소나무

군집, 신갈나무군집, 굴참나무군집, 졸참나무군집 등을 분

류하고 종 다양성을 산출하였고, Yu et al.(2003)은 오대산

과 비교해 기후환경요인에 따른 산림식생을 밝히고자 하

였다. 또한 Eom et al.(2004)이 신갈나무군집, 소나무군집,

굴참나무군집 등을 분류한 식생 분석에 기초해 보존전략

을 제언하였다. 백학산에서는 산림군집 분류에 관한 연구

가 수행되지 않았으나 Lee and Lim(2005)이 환경부 제 2

차 자연환경 전국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관속식물상을 조

사해 총 178분류군이 생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국립공원인 지역에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

고 그 외 지역에서는 산림군집에 관한 연구가 거의 실시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백두대간 중부권역 천연림

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룡산, 소백산, 백화산, 속

리산, 백학산 등을 대상으로 Cluster 분석을 이용해 군집

을 분류하였고 군집 유사도지수를 근거로 백두대간 중부

권역 산림피복유형을 집약하고 종다양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백두대간 중부권역은 경북 봉화군 도래기재에서 김천

시 추풍령까지 238.5 km에 이르며(Korea Forest Service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 the middle part of Baekduda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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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reen Korea, 1999), 이 구간의 대부분은 경북과 충북

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Figure 1). 본 연구는 백두대간 중

부권역을 잇고 있는 주요 산 가운데 구룡산, 소백산, 백화

산, 속리산, 백학산 등 5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백두대간 중부권

역 경계가 되는 구룡산(1,346 m)은 봉화군과 영월군에 걸

쳐 있으며, 이 지역에는 2016년 개원 예정인 ‘국립 백두대

간 수목원’이 건립 중에 있으며 그 외 유전자원 보호구역,

철쭉 유전자원 보호림 등이 지정되어 있다. 소백산은 우

리나라 제18호 국립공원(1987년)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립

공원 중 지리산과 설악산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백두대간

중부권역 내 가장 높은 산군으로 최고봉인 비로봉(1,439 m)

을 중심으로 형제봉(1,175 m), 국망봉(1,420 m), 제1 연화

봉(1,394 m)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로봉과 제1 연

화봉 사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백화산은(1,063 m)은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에 걸쳐 있으며 백두대간 능선

이 U자 형으로 굽어 중첩되어 나가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속리산은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대부분 화강암을 기반으로 변성퇴적암이 섞여 있어 화강

암 부분은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변성퇴적암 부분은 깊게

패여 높고 깊은 봉우리와 계곡을 이룬다(Eom et al., 2004;

Choi and Oh, 2009).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경북 상주시

에 걸쳐 있으며 주로 천황봉(1,058 m)을 중심으로 조사하

였다. 백학산은 해발고가 615 m로 백두대간 주요 능선 가

운데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하며 민가와 농경지가 인접해

있고 민가를 잇는 임도가 산을 가로 질러 있어 지역주민

의 생활사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Lee and Lim, 2005). 

2. 식생자료 수집

대면적이면서 긴 띠 형태인 백두대간에서 식생조사를

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넓은 면적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구의 크기 및 개수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평가받는

(Brower and Zar, 1977) 점표본법(point-centered quarter

sampling method)을 이용해 식생조사를 하였다. 점표본법

은 임의의 지점 P를 설정한 후 그 지점에서 90°로 4등분

하여, 각 사면에서 점 P와 가장 가까운 개체를 선정하고

그 개체로부터 P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

사가 실시된다(Figure 2). 각 표본점 간 50 m 내외의 일정

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조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

였으며, 능선·산복·계곡 등과 같은 지형이 고루 포함

되도록 하였고, 조림지나 숲틈(gap)·전석지와 같은 무식

생 지역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임의로 분할한 네

사면에서 임분의 수직층위를 상·중·하로 나누어 각 층

위마다 점 P와 가장 가까운 개체를 선정하고 흉고직경과

수고, P점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하였으며 수종식별과 명

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07)을 참

고하였다. 또한 각 표본점에서 GPS를 이용하여 지형적 위

치 및 해발고를 기록하였다. 

백두대간 중부권역 5지역 총 1,114개의 표본점에서 식

생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마다 적절한 표본점이 설정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점 누적에 따른 출현 종

수 그래프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구룡산에서는 총 250

개 표본점 중 220번째, 소백산에서는 총 244개 표본점 중

205번째, 백화산에서는 총 220개 표본점 중 199번째, 속

리산에서는 총 250개 표본점 중 202번째, 백학산에서는

총 150개 표본점 중 119번째에서 더 이상 새로운 수종이

나타나지 않아 각 지역의 표본점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식생자료 중 각 조사지역 상층에 출현한 수종을

Figure 2. The diagram of point-centered quarter sampling

method. 

Figure 3. Species-sample curves by number of sampling

points in each study area. 



백두대간 중부권역 천연림의 산림피복형 분류와 종다양성 17

대상으로 Ward법을 이용한 Cluster 분석을 실시하였다(Yun

et al., 2009; Chung and Kim, 2012; Hwang et al., 2012;

Chung et al., 2014; Lee et al., 2014). Cluster 분석을 통

해 분류된 군집들의 수종구성 파악을 위해 Curtis and

Mcintosh(1951)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층 중요치를 분석하

였으며, 분석된 중요치를 기준으로 각 군집의 이름을 명

명하였다(Kim, 2003; Lee et al., 2014). 군집의 명명(命名)

기준은 산림 경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목지 구분

비율과 Braun-Blanquet(1964)의 우점도 계급 비율에 기초

하였다. “순림”(pure community)은 군집의 상층을 우점하

고 있는 단일 수종의 중요치가 75% 이상이면 해당 수종

의 단순림으로 간주하였고, “우점군집”(dominant community)

은 군집 내 단일 수종이 50% 이상, 75% 미만의 중요치를

나타내면 해당 수종의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내 어떤

수종도 50% 이상의 중요치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25% 이

상의 중요치를 나타내며 두 수종 또는 세 수종의 중요치

합이 50% 이상일 때, 해당 수종들로 군집의 이름으로 명

명하였다. 군집 내 상층의 어떤 수종도 25% 이상의 중요

치를 나타내는 수종이 없고 다양한 수종들이 고루 우점하

는 군집은 중생혼합림(Mixed mesophytic forest community)

(Braun, 1950; Vankat, 1979; Barbour and Billings, 1988,

Kim et al., 2013)으로 명명하였다. 그 외, 특별한 분포를

보이거나 유의미한 수종이 있다면 해당 수종을 이용하여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Figure 4. The forest community dendrograms yielded minimum variance method (Ward method) of cluster analysis for 250
sampling points in Guryongsan (a), 244 sampling points in Sobaeksan (b), 220 sampling points in Baekhwasan (c), 250 sampling

points in Songnisan (d), 150 sampling points in Baekhaksa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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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분류된 군집을 백두대간 중부권역의 대표

적인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하기 위해 Renkonen(1938)의

백분율 유사도 계수를 이용해 군집 간 유사성을 산출하였

다. 집약된 산림피복유형과 각 군집들이 출현하는 해발고

도와 지형적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Shannon index(Pielou,

1975)를 이용해 종다양성을 평가하였다. Cluster 분석은

SPSS Static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그 외의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군집분류와 명명

Ward법을 이용한 Cluster 분석을 통해 5 지역에서 총 27

개 군집으로 분류하였다(Figure 4). 소백산(Figure 4(b)) 7

개 군집을 제외한 나머지 구룡산(Figure 4(a)), 백화산

(Figure 4(c)), 속리산(Figure 4(d)), 백학산(Figure 4(e)) 등

에서는 각각 5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5지역에서 분류된 27개 군집의 수종구성을 파악하기 위

해 각 군집의 상층을 우점하고 있는 주요수종의 중요치를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각 지역 내 가장 많은 표본점

을 차지하고 있는 순으로 구룡산에서 분류된 5개 군집은

신갈나무림, 중생혼합림, 신갈나무군집, 신갈나무-피나무

군집, 소나무-굴참나무군집으로, 소백산에서 분류된 7개

군집은 중생혼합림, 신갈나무군집, 소나무림, 신갈나무림,

물푸레나무-신갈나무군집, 사스래나무군집, 주목군집으로,

백화산에서 분류된 5개 군집은 중생혼합림, 신갈나무군집,

굴참나무군집, 층층나무군집, 졸참나무군집, 속리산에서

분류된 5개 군집은 신갈나무군집, 소나무-굴참나무군집,

소나무림, 중생혼합림, 졸참나무림으로, 백학산에서 분류

된 5개 군집은 소나무군집, 굴참나무-신갈나무군집, 굴참

나무림, 신갈나무군집, 떡갈나무-굴참나무군집 등으로 각

각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대부분 4~5개 군집으로 군집의 수가 결정

된 것은 그 이하로 결정되면 각 대상지의 산림을 대표하

Table 1. Composition of major species in the overstory for each study area.

Study area
(san)

Com-
munity

S*

Species composition(IV)

QM** TA PD QV FR BE TC QS CC QD Others Total

Guryong

1 16 39.3 26.9 - - 2.0 - - - 7.3 - 24.5 100

2 18 10.7 7.0 1.7 - 7.1 - - - 12.1 - 61.4 100

3 11 54.3 1.2 2.4 1.9 27.1 - - - 4.3 - 8.8 100

4 5 18.4 0.9 47.1 21.4 - - - - - - 12.2 100

5 9 75.2 2.0 13.1 1.4 - - - - - - 8.3 100

Sobaek

1 29 15.7 1.9 - 1.0 5.3 3.6 - 2.6 9.9 - 60.0 100

2 5 - - - - 6.1 - 59.6 - 12.0 - 22.3 100

3 9 25.7 - - - 46.4 4.9 - - 1.7 - 21.3 100

4 9 23.6 - - - 1.8 54.0 - - 6.8 - 13.8 100

5 7 8.8 - 83.0 - 1.3 - - - - - 6.9 100

6 21 54.4 4.6 8.5 0.4 2.0 10.4 0.5 1.0 0.9 - 17.3 100

7 1 100.0 - - - - - - - - - - 100

Baekhwa

1 35 11.6 - 8.5 7.1 11.1 - - 11.2 7.2 0.9 42.4 100

2 14 11.8 - 2.0 4.0 3.3 - - 53.8 3.2 - 21.9 100

3 13 13.7 - 1.8 3.2 5.2 - - 6.4 52.5 - 17.2 100

4 9 11.5 - 12.5 61.1 1.7 - - 6.4 - - 6.8 100

5 16 67.4 - 4.6 6.3 7.1 - - 3.2 1.8 0.4 9.2 100

Songni

1 15 58.9 - 14.6 7.1 7.6 - - 4.5 1.2 - 6.1 100

2 14 4.9 - 4.6 4.7 7.2 - - 61.2 1.2 - 16.2 100

3 20 1.7 0.9 2.8 4.2 12.2 - - 13.2 8.5 - 56.5 100

4 13 6.3 - 28.6 42.8 - - - 12.0 0.5 - 9.8 100

5 6 5.8 - 84.1 6.3 - - - 1.4 - - 2.4 100

Baekhak

1 7 - - 6.2 35.4 - - - - - 40.2 18.2 100

2 15 24.6 - 6.7 29.5 0.6 - - 21.3 - 2.6 14.7 100

3 5 11.0 - 6.7 79.1 - - - - - 1.6 1.6 100

4 5 73.3 - 7.3 12.4 - - - - - - 7.0 100

5 13 13.8 - 57.0 13.5 - - - 0.9 - 5.6 9.2 100

*S : Number of species appeared in overstory.
**QM: Quercus mongolica, TA : Tilia amurensis, PD : Pinus densiflora, QV : Q. variabilis, FR : Fraxinus rhynchophylla, BE : Betula
ermanii, TC : Taxus cuspidata, CC : Cornus controversa, QS : Q. serrata, QD : Q. den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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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그 이상으로 결정되면 군집 간 수

종구성 분화에 있어서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Lee, 2012; Lee et al., 2014). 다만, 소백산에서는 능선과

정상 일부에서 아고산대 산림형인 주목군집과 사스래나

무군집이 조사되어 7개 군집으로 가장 많은 군집이 분류

되었다. 

5지역 연구대상지 모두에서 신갈나무의 우점비율이 높

은 군집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구룡산과 소백산에서는 신

갈나무의 우점정도에 따라 신갈나무군집, 신갈나무림 2

종류로 나뉘었다. 백두대간 중부권역 내 신갈나무군집이

가장 많은 표본점에서 조사된 것은 Hwang et al.(2012)이

백두대간 북부권역에서, Lee et al.(2014)이 백두대간 남부

권역에서 선행한 연구결과와 같다. 다만 일정 해발고에서

만 분포하는 남부권역과 중부권역보다 북부권역에서 신

갈나무군집의 우점률이 높았는데 이는 신갈나무군집이 북

위 1° 올라감에 따라 해발고도가 200 m 내려가는 분포 특

성에 기인한다(Song et al., 2003; Lee et al., 2014). 그

외에도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활엽수림에서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수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Lee et al., 1990;

Lee et al., 1998; Yun et al., 2011), 백두대간 내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1998b; Jo et al., 2004). 

백두대간 중부권역에서는 신갈나무 외 소나무, 굴참나

무 등이 높은 우점을 보인 반면, 백두대간 북부권역에서

는 신갈나무 외 피나무, 사스래나무 등이, 남부권역에서는

물푸레나무, 들메나무, 졸참나무 등이 높은 우점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중생혼합림이 북부권역에

서는 두 지역(오대산, 함백산)에서(Hwang et al., 2012), 남

부권역에서는 한 지역(지리산)에서 분류된 반면(Lee et al.,

2014) 중부권역에서는 구룡산, 소백산, 백화산, 속리산 등

4지역에서 분류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수종마다 요구

하는 기온·수분조건·광선과 같은 미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백두대간의 위

도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즉 위도의 차이는 온도의 차이

로 연결되어 식물의 개화나 생태계 구성종의 생활사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Chung, 1998b).

이 밖에 신갈나무와 함께 백두대간 북부·중부·남부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고 우점하는 활엽수종은 물

푸레나무, 층층나무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 수종

의 생태적 지위폭이 넓어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수종임을 시사한다. 

2. 산림피복 유형 분류

백두대간 중부권역 5지역에서 분류된 27개 군집을 대표

적인 몇 가지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하기 위해 Renkonen

의 군집 유사도 지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Figure 5와 같

이 나타내었다. Whittaker(1956)는 Appalachian 산맥의 군집

분류 연구에서 군집 간 유사성이 80% 이상이면 동질한 군

집이며 20% 이하는 서로 상이한 군집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지형의 복잡성과 식생의 다양

성을 감안하여, 현재 상층을 우점하는 수종이 같고 각 군

집 간 유사도지수가 50% 이상이면 동일한 산림피복유형

으로 통합하였다. 그 외 수종구성상의 특징이 같거나 현

재 우점 수종의 입지 분포 특성이 같은 군집은 각각의 독

립된 산림피복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백두대간 중부권역의 산림피복

유형을 집약한 결과, 1) 신갈나무림형(Q. mongolica forest

cover type), 2) 중생혼합림형(Mixed mesophytic forest

cover type), 3) 소나무림형(P. densiflora forest cover type),

4) 굴참나무림형(Q. variabilis forest cover type), 5) 기타

활엽수림형(The others deciduous forest cover type), 6)

졸참나무림형(Q. serrata forest cover type), 7) 아고산대림

형(Sub-alpine forest cover type) 등 총 7개 산림피복유형

으로 집약되었다. 

1) 신갈나무림형은 5지역에서 분류된 신갈나무군집 혹

은 신갈나무림 7개가 모여 하나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

되었다. 구룡산과 소백산에서는 신갈나무 우점정도에 따

라 두 군집으로 나뉘었다. 가장 많은 군집으로 구성된 신

갈나무림형은 전체 표본점 가운데 35.1%를 차지하였고 7

개 군집 간 유사도지수 평균은 69.1%로 나타났다. 가장 높

은 유사도지수는 85.6%(백화산 신갈나무군집과 속리산의

신갈나무군집), 가장 낮은 유사도지수는 54%(구룡산 신갈

나무군집과 소백산 신갈나무림)로 파악되었다. 

2) 중생혼합림형은 4지역에서 분류된 중생혼합림 4개를

모아 하나의 산림피복유형으로 판단하였으며, 전체 표본

점 가운데 22.6%를 차지하였다. 이들 군집 상층에서는 어

떤 한두 수종의 우점 없이 다양한 수종이 고르게 분포하

는 특징을 보여 유사도지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독립된 산

림피복유형으로 판단하였다. 

3) 소나무림형은 4지역에서 분류된 소나무-신갈나무군

집, 소나무림, 소나무군집 등 4개의 군집이 모여 하나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되었다. 전체 표본점 가운데 15.0%

를 차지하였고 4개 군집 간 유사도지수 평균은 69.9%로 나

타났다. 가장 높은 유사도지수는 89.4%(소백산 신갈나무림

과 속리산 신갈나무림), 가장 낮은 유사도지수는 57.5%(구

룡산 소나무-신갈나무군집과 소백산 신갈나무림)로 파악되

었다.

4) 굴참나무림형은 3지역에서 분류된 굴참나무군집, 굴

참나무-소나무군집, 굴참나무림, 굴참나무-신갈나무군집

등 4개의 군집이 모여 하나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되었

다. 백학산에서는 굴참나무 우점정도에 따라 굴참나무림,

굴참나무-신갈나무군집으로 나뉘었다. 전체 표본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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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2.7%를 차지하였으며 4개 군집 간 유사도지수 평균

은 62.0%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유사도지수는 78.8%(백

화산의 굴참나무군집과 백학산의 굴참나무림), 가장 낮은

유사도지수는 50.4%(백학산의 굴참나무림과 굴참나무-신

갈나무군집)로 파악되었다. 

5) 기타활엽수림형은 4지역에서 분류된 신갈나무-피나

무군집, 물푸레-신갈나무군집, 층층나무군집, 떡갈나무-굴

참나무군집 등 4개의 군집을 모아 하나의 산림피복유형으

로 판단하였으며, 전체 표본점 가운데 8.9%를 차지하였다.

기타활엽수림으로 집약된 군집은 각 군집 내 두 수종 또

는 세 수종이 최소 50% 이상의 중요치를 나타내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현재의 우점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

한 수종들의 경쟁 상태로 발달하는 양상을 나타내거나, 백

화산의 층층나무군집과 같이 한 수종이 우점하지만 소수

의 표본점에서 조사된 군집을 엮어 하나의 독립된 산림피

복형으로 간주하였다. 여러 수종과 함께 어울려 우점하는

기타 활엽수종은 신갈나무, 피나무, 물푸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등으로 조사되었다. 

6) 졸참나무림형은 백화산과 속리산 두 지역에서 분류

된 졸참나무군집이 모여 하나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

되었다. 전체 표본점 가운데 3.8%를 차지하였고, 두 군집

간 유사도지수는 71.8%로 나타났다. 이들 군집은 주로 백

화산과 속리산의 낮은 해발고도 계곡과 산복에서 조사되

었으며, 졸참나무가 이러한 지형과 해발고에서 분포한다

는 선행연구(Hwang et al., 2012; Lee et al., 2014)를 참

고해 독립된 산림피복유형으로 판단하였다.

7) 아고산대림형은 아고산대 식생인 사스래나무군집과

주목군집을 모아 하나의 산림피복유형으로 판단하였다.

사스래나무군집과 주목군집은 소백산 정상 일부와 능선

에서 조사되었으며(Yun et al., 2010), 전체 표본점 가운데

1.9%를 차지하였다. 

백두대간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신갈나무림형, 중

생혼합림형, 소나무림형, 기타활엽수림형 등이 본 연구와

동일하게 집약되었고, 아고산대림형으로 북부권역에서는

사스래나무군집, 남부권역에서는 구상나무군집 등이 조사

되었다. 그 외 북부권역에서는 소나무-신갈나무림형, 신갈

나무-잣나무림형 등이, 남부권역에서는 굴참나무-졸참나

무림형, 서어나무림형 등이 중부권역과 다르게 집약되었

다(Hwang et al., 2012; Lee et al., 2014). 

7개 산림피복형과 각 군집별 평균·최소·최대 해발고

분포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식생구성의 특

징은 기후(해발고)와 지형(수분 지수)과 관련이 깊은데

(Austin et al., 1984), 백두대간의 지형요인, 특히 고도는

식생의 형성과 종다양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1998a; 1998b). 7개 산림피복형 가운

데 아고산대림형의 평균 해발고가 가장 높았으며 소백산

에서 최소 해발 1,100 m 이상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장 많은 표본점을 차지하고 있는 신갈나무림형

에 속한 군집들은 전체적으로 높은 해발고에서 조사되었

는데, 소백산에서는 평균 1,100 m대에, 구룡산에서는 평

균 1,000 m대에, 속리산과 백화산에서는 800 m대로 각 지

역의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해발고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남부권역에서는 황악산에서 지리산으

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높은 해발고에 분포하였는데(Lee

et al., 2014), 중부권역에서는 위도에 따른 차이 보다 각

연구대상지별 산의 높낮이 따라 다른 분포 양상을 보였다.

기타활엽수림형의 해발고 분포범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

었는데 신갈나무가 상층에서 일정 이상 우점하는 소백산

과 구룡산의 군집들은 평균 해발고가 1,000 m대로 나타

났고 백화산의 층층나무군집과 백학산의 떡갈나무-굴참

나무군집은 비교적 낮은 해발고에서 조사되었다. 소나무

림형의 군집들은 전체적으로 신갈나무군집 보다는 낮은

해발고에 분포하였지만 중생혼합림형, 굴참나무림형, 졸

Table 2. The altitude range of each community.

Forest cover
type

Community
Altitude range(m)

mean min max

Sub-alpine 
 S* - TC** 1,364 1,352 1,385

 S - BE 1,277 1,115 1,368

QM

 S - QM pure 1,173 882 1,389

 S - QM 1,129 504 1,392

 G - QM 1,046 892 1,298

 G - QM pure 1,036 839 1,243

 O - QM 826 405 1,044

 B - QM 826 402 1,045

 A - QM 459 396 603

The others
deciduous
forest

 S - FR-QM 1,097 469 1,371

 G - QM-TA 1,025 802 1,284

 B - CC 692 533 874

 A - QD-QV 471 380 570

PD

 G - PD-QV 905 799 1,135

 S - PD pure 864 459 1,196

 O - PD pure 680 360 908

 A - PD 488 384 610

MMF

 G - MMF 983 842 1,226

 S - MMF 877 455 1,396

 B - MMF 624 335 1,035

 O - MMF 611 357 1,013

QV

 B - QV 586 459 698

 O - QV-PD 582 364 792

 A - QV pure 497 388 590

 A - QV-QM 439 384 580

QS
 B - QS 579 352 752

 O - QS 497 363 820

The abbreviations of *study area and **community name were
from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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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림형 보다는 높은 해발고에 분포하였다. 중생혼합

림형에 속한 4개 군집들은 최소·최대 해발고 간의 차가

커 분포범위가 넓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굴참나무림형과

졸참나무림형은 평균 500 m대의 낮은 해발고에서 분포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갈나무림형 보다 굴참나무림형

과 졸참나무림형이 낮은 해발고에 분포하는 경향은 Song

et al.(2001)과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03),

Yu et al.(2003), Choung et al.(2006), Lee et al.(2014)의

연구에서 보고 된 바와 동일하였다. 

7개 산림 피복형과 각 군집별 지형적 분포를 능선·산

복·계곡으로 구분해 상대비율로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중생혼합림형과 졸참나무림형은 주로 계곡을 중심으로 조

사된 반면 아고산대림형, 신갈나무림형, 소나무림형 등은

능선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중생혼합림형은 주로 계곡에

서 많이 출현하여, 중생혼합림은 수분조건이 좋고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산림형이라는 Braun(1950)의 설

Figure 6. The ratio of sampling points by topographical position. 

Figure 7. Species diversity for each forest cover types. The abbreviations of Figure 6 and 7 were from Table 1 and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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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뒷받침 하였다. 백두대간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중생혼합림형은 주로 계곡에서, 신갈나무림형과 소나무림

형은 주로 능선에서 조사되었다(Hwang et al., 2012; Lee et

al., 2014). 기타활엽수림과 굴참나무림형은 능선보다 주로

계곡과 산복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군집의 안정성과 성숙도의 측도가 되기도

한다. 생태 천이가 진행될수록 산림군집의 안정성과 성숙

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생태학자들이 천이단계에서

의 특징적인 군집의 속성과 그 단계의 다양성을 연결시켜

연구하였다. 산림군집 구조상의 복잡성, 외부교란의 요인

으로부터의 안정성, 그리고 천이진행과 발달과정상의 성

숙도는 종다양성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Odum, 1969; Loucks, 1970; Bazzaz, 1979). 

백두대간 중부권역의 종다양성지수를 Figure 7과 같이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군집들이 입지조건에 따라 종다양

성이 달라졌으며 주로 계곡과 산복에서 조사된 산림피복

형의 종다양성지수가 높은 반면 능선을 중심으로 조사된

산림피복형의 종다양성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한 수종이 고른 우점을 보이는 중생혼합림형 가장

높은 종다양성지수를 나타내었는데 최대 3.530(소백산 중

생혼합림)에서 최소 3.042(구룡산 중생혼합림)로, 낮은 해

발고와 주로 계곡에서 조사된 졸참나무림형은 최대 3.050

(백화산)에서 최소 2.936(속리산)으로, 기타활엽수림형은

최대 2.850(백화산 층층나무군집)에서 최소 2.494(백학산

떡갈나무-굴참나무군집)로, 굴참나무림형은 최대 2.823(속

리산 굴참나무-소나무군집)에서 최소 2.238(백학산 굴참

나무림)으로, 신갈나무림형은 최대 2.948(소백산 신갈나무

군집)에서 최소 1.841(백학산 신갈나무군집)으로 차이가

다른 군집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림형은 최

대 2.487(구룡산 소나무-굴참나무군집)에서 최소 2.167(속

리산 소나무림)로, 아고산대림형에 속하는 사스래나무군

집의 종다양성이 2.692, 주목군집이 2.443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중부권역에서 조사된 27개 군집 가운데 아고

산대림형과 소나무림형을 제외한 21개 천연활엽수림 모

두에서 신갈나무가 출현하였고, 신갈나무의 우점정도에

따라 군집분류와 명명이 달라졌다. 종다양성지수가 군집

내 종 수와 종내 개체수를 근거로 산출되는 것을 감안하

면 종다양성지수 역시 신갈나무의 우점에 따라 영향을 받

는데 그 상관관계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군집 내 신갈

나무의 중요치가 낮은 중생혼합림, 졸참나무군집 등의 종

다양성지수가 높은 반면 신갈나무가 강하게 우점하는 신

갈나무림과 신갈나무군집의 종다양성지수는 낮았다. Rea

와 Parker(2005)는 상관관계의 값(R)이 0.6~0.8은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신갈나무의 우점정

도와 종다양성지수의 상관관계 값(R)이 0.74719로 나타나

신갈나무의 우점이 높을수록 종다양성지수는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백두대간 북부권역에서도 신갈나무의 우점

정도와 종다양성지수와의 상관관계 값이 높게 산출되어

천연활엽수림 내 신갈나무의 우점정도가 낮을수록 종다

양성지수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Hwang et al., 2012).

남부권역에서는 일정 해발고 이상에서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 신갈나무의 우점과 종다양성지수와의 상관관계는 확

인되지 않았으며(Lee et al., 2014), 중부권역보다 북부권

역이 특히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북부권역에서

Figure 8. Correlation between the abundance of Q. mongolica and species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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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갈나무가 해발고에 따른 분포 제한을 덜 받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Hwa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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