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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청송학술림이 속한 면봉산 일대 임분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학술림의 효과적인 산림

경영 및 보전을 위한 생태적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클러스터분석 결과 총 6개의 군집으로 분

류되었다(신갈나무-소나무 군집, 소나무 군집, 까치박달 군집, 물푸레나무-고로쇠나무-당단풍나무 군집, 신갈나무-굴참나

무 군집, 신갈나무 군집). 중요치 분석결과 소나무군락은 능선부에, 신갈나무군락은 사면부,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고

로쇠나무, 까치박달 등은 계곡부에 주로 우점하고 있다. 종풍부도 분석결과 까치박달 군집, 물푸레나무-고로쇠나무-당

단풍나무 군집, 북사면, 계곡부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종풍부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NMS분석 결과, 상층과 중층, 관목층과 초본층 모두 종풍부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t up ecological database for effective fores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KNU Research Forest in Mt. Myeonbong with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stand structures. Following the

results of clustering analysis, they were classified under 6 communities (Quercus mongolica-Pinus densiflora,

Pinus densiflora, Carpinus cordata, Fraxinus rhynchophylla-Acer pseudosieboldianum-Acer pictum subsp. Mono,

Quercus mongolica-Quercus variabilis, Quercus mongolica). Importance value tests were estimated that on ridge;

Pinus densiflora, valley; Carpinus cordata, Fraxinus rhynchophylla-Acer pseudosieboldianum-Acer pictum subsp.

Mono were recorded dominant species. Carpinus cordata and Fraxinus rhynchophylla-Acer pseudosieboldianum-

Acer pictum subsp. Mono community, north aspect and valley were investigated high species richness value. It

was showed decreasing tendency as altitude and degree of slope were high. Results of NMS, upper & middle

layers and shrub & herbal layers were influenced by species richness and the case of species association.

Key words: cluster analysis, stand structure, Mt. Myeonbong, Research Forest 

서 론

산림은 환경요인(지형, 사면방위, 경사 등)에 따라 다양한

임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우리나라의 산림은 지형조

건이 복잡하고 수종구성이 다양하여 복잡한 임분구조를 지

니고 있다. 이를 해석하고 산림을 다른 군집이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산림경영에 매우 중요하며(Newton, 2007) 식

생과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반자료를 제공한다.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영에서 점

차 생태친화적인 산림관리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재생산만을 위한 단순림조성 그리고 도시화에 따

른 환경오염 등으로 산림황폐화(deforestation)가 가속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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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림의 안정성과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

후로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연구 중 하나는 국가장기생태연구(ILTER;

International Long Term Ecological Research)가 있다. 이

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생태학적 연구를 시행

하여 각 국의 network망을 형성하고 각 국가 상호 간의 협

력체제를 구축하는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ILTER network

는 1993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개최된 장기생태연구 총

회에서 창립되어 우리나라를 비릇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30여국이 ILTER network에 가입되어 있다(ILTER,

2008). 생태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은

정부 부처만의 시행이 아니라 관할 공공기관, 임학분야의

대학교 등과 함께 수행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대학의 학술림은 국내 산림의 보호를 명목으로 목

재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 목재생산보

다 공익적 측면에서의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림은

임학(forestry)을 연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림경영 및

실태분석에 이바지해야 한다(Kim et al., 2003). 학술림 및

시험림은 산림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파악하고 임

분 변화 및 임분 동태 등의 생태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산림생태경영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술

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산림군집분류는 산림의 경영, 이용 및 관리 측면에 있

어 매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Kim and Lee,

2006; Newton, 2007),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본 연구대상

지 일대의 군집의 변화상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군집을 cluster analysis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다변량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s

analysis)에 속하는 군집 분류 방법으로, 분류 대상을 유사

한 집단끼리 모아 군집이나 클러스터를 만드는 분류방법

중 하나이다(Lee, 2002).

 Cluster analysis를 이용한 식물군집분류에 대한 연구는

Kim et al.(1994; 1995; 1997; 2000)의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 덕유산 국립공원과 주왕산 국립공원의 산림군집구

조를 분석하였으며, Kim and Choo(2003)은 백두대간 노

고단-고리봉 구간의 산림군집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An and Choo(2010)의 지리산 웅석봉지역 일대의

산림군집구조에 대한 연구와 Choo et al.(2009)에 의해 지

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지역의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와

Cheon et al.(2012)의 경북 동해안 곰솔림의 군집구조 분

석 등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면봉산 일대 경북대학교 청송학술림

을 대상으로 산림군집분류와 임분구조를 파악하여 향후

학술림의 효과적인 산림경영과 보전 그리고 연구대상지

일대 장기모니터링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생태적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대상지는 경상북도의 중부지역이며 태백산맥(太

白山脈)을 주맥으로 소백산맥의 남단에 위치하며, 주변에

보현산(1,124 m)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고

지형이 복잡하다.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상북도 청송군 현

동면 월매리이며, 북위 36° 10′ 42.3″~36° 12′ 17.8″이며,

동경 128° 59′ 45.9″~129° 1′ 21.5″사이에 위치한다. 연구

대상지는 경북대학교 청송학술림이며 면적이 약 634.3 ha

이다. 북쪽에 월매저수지가 있고, 서쪽으로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남쪽으로는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동쪽으로는 포

항시 죽장면 봉계리와 접하고 있다. 

기상은 연구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인 영천시

의 최근 30년간(1981년~2010년) 연평균 기상관측값을 조사

하였다. 영천시의 기상을 살펴보면, 평균기온이 12.4oC, 최

대기온 18.8oC, 최소기온 6.7oC, 강수량 1,046.8 mm 평균풍

속 1.8 m/s, 상대습도는 65.1%로 나타났다. 청송군은 경상북

도 내륙지역으로 대륙성기후이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하게 일어나고 6월에서 8월말인 하절기에 강우가 집중되

는 경향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4).

사면방위는 북사면 14.4% 북동사면 17.5%, 동사면

23.6%, 남동사면 19.2%, 남사면 2.9% 남서사면 1.1%, 서

사면 7.2%, 북서사면 14.1%이으로 동사면이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도는 완경사지(0°~15°), 경사

지(15°~20°), 급경사지(20°~25°), 험준지(25°~30°), 절험지

(30°이상)로  구분하였으며(안종만 등, 2011) 완경사지

2.3%, 경사지 13.0%, 급경사지 12.5%, 험준지 18.4%, 절

험지 53.8%로 지형이 험하고 노암율이 높은 지형이다. 해

발고도는 375 m에서 1,071 m로 분포한다. 연구대상지 일

대에 길고 짧은 계곡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지층은

경상계 산성화산암류, 경상계 안산암질암, 경상계 흑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암석은 산성화산암류,

규장암질암, 유문암, 안산암, 흑운모화강암, 정장석, 사장

석 및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다(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4).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대상지는 온대중부 낙엽활엽수림대로 주요수

종은 참나무류, 측백나무, 버드나무, 고로쇠나무, 꼬리조

팝나무, 개나리 등이 생육하며(Lee, 2009), 한국 식생군계

는 신갈나무-생강나무 군단에 속하며 신갈나무-생강나무

아군단의 삼림식생형을 따른다(Kim and Lee, 2006). 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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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의 방형구 설정은 경북대학교 청송학술림 내 조림지

를 제외한 온대중부 식생형의 수종이 잘 반영되어있는 임

분을 대상으로 지형적 특성(능선부, 사면부, 계곡부)에 따

라 72개소의 방형구(20 × 20 m)를 설치하였다(Figure 1).

각 방형구에서 흉고직경이 4 cm이상인 목본식물을 상

층(Upper layer, 수고 8 m 이상)과 중층(Middle layer, 수

고 8 m미만)으로 설정하고 흉고직경(DBH)과 수고를 측

정하였다. Braun-Blanquet(1964)의 식물사회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관목층(흉고직경이 4 cm 미만, 수고가 1 m ~ 3

m)과 초본층(1 m 이하의 높이)의 피도 및 군도를 측정하

였다. 군집 분류는 쿨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거리척

도는 Sørensen을 이용하였고 유집 간 연결방법은 Ward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군집분류는 목본류의 흉고단면적(basal

area)과 수도(abundance)를 종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MRPP-test(Multiple Response Permutation Procedure-

test)를 실시하여 적정 군집에 대한 판별을 실시하였으며,

거리척도는 Sorenson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군집별 환경인

자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Curtis and McIntosh(1951)의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별 상층과 중층 그리고 관목층과 초

본층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종간 중요치(IP:

Importance Percentage)를 상대빈도, 상대피도, 상대밀도를

통하여 환산하였다. 상대피도의 경우 상층과 중층은 흉고

단면적을 이용하였으며, 관목층과 초본층은 Braun-

Blanquet(1965)의 통합우점도 수치를 이용하였다. 군집별,

환경인자별(지형, 사면방위, 해발고도, 경사도) 종풍부도

(Species rechness)를 조사하였다. 또한 종간 연관성 분석

을 위해 다차원척도법(NMS,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21.0 ver.)와 PC-ord(5.17 ver.)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된 식물의 동정은 Lee(2003a; 2003b)의

원색 대한식물도감과 Kim and Kim(2012)의 한국의 나무

등으로 동정하였다. 양치식물은 한국 양치식물 도감(Korea

Fern Society, 2005)로 동정하였으며 학명과 국명은 국립

수목원에서 제시한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rboretum, 2014)을 따랐다.

연구결과

1. 산림군집 분류 및 MRPP-test

연구대상지의 산림군집 분류는 총 6개의 군집으로 설정

하였으며 신갈나무-소나무 군집(Qm-Pd), 소나무 군집(Pd),

까치박달 군집(Cc), 물푸레나무-당단풍나무-고로쇠나무 군

집(Fr-Ap-Api), 신갈나무-굴참나무 군집(Qm-Qv), 신갈나

무 군집(Qm)으로 분석되었다(Figure 2). 

산림군집구조 분석 결과, 적절한 분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다중응답순열절차 검증(Multi Response

Permutation Procedures-test, MRPP-test)을 실시하였다.

MRPP-test는 군집의 종조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방법

으로 유의성과 해당그룹의 유사도지수(A)를 이용하여 적

정 군집으로 분류하여 판단한다(McCune and Grace, 2002).

분석결과 군집 분류가 모든 군집 간에 유의성있게 분석되

Figure 1. Survey sites located in Mt myeonbong (‘•’ boundary:

KNU research forest).

Figure 2. Cluster dendrogram for Classifications of forest

communities in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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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p<0.001) 적정한 군집분류라고 판단하였다(Table 1).

2. 군집별 우점치 및 환경인자 분석

1) 우점치 분석 

연구대상지를 총 6개 군집으로 분류한 후 이에 대한 상

층과 중층 그리고 관목층과 초본층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우점치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신갈나무-소나무 군집은 대부분 능선부에 위치하나 사

면부와 계곡부에도 고르게 분포하여 본 연구대생지를 대

표 할 수 있는 군집으로 판단하였다. 현재는 상층부에 소

나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중층의 신갈나무의

생장으로 상층부에서 서로 경쟁할 것으로 분석된다. 철쭉

과 쇠물푸레나무, 진달래가 관목층과 초본층에서 주로 경

쟁하고 있었으며 초본층의 산앵도나무의 경우는 예외적

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산앵도나무는 한반도 고유종

Table 1. Results of MRPP-test.

Comparing each 
community

T Az p

A × B -11.2828 0.2208

All of values 
<0.001

A × C -18.6681 0.3865
A × D -15.5719 0.3732
A × E -14.8669 0.3146
A × F -14.3562 0.2719
B × C -10.5955 0.2346
B × D  -7.1267 0.2405
B × E  -3.7286 0.1457
B × F  -9.5238 0.2737
C × D -14.5582 0.3767
C × E -13.7462 0.3228
C × F -18.3245 0.4865
D × E  -8.6755 0.3450
D × F -13.4022 0.4230

E × F -12.7684 0.3903

z is the chance corrected within-group agreement and T is the MRPP
test statistic
A:Qm-Pd, B:Pd, C:Cc, D:Fr-Ap-Api, E:Qm-Qv, F:Qm

Table 2. Results of importance value.

         Communities

 layer
Species

A B C D E F

U M U M U M U M U M U M

Q. mongolica 29.1 41.6 11.1 21.7 6.5 3.9 16.2 2.9 23.3 16.1 69.8 52.9
P. densiflora 40.4 13.1 74.3 47.3 16.8 9.2 - - - - 2.8 1.3
C. cordata - - - - 14.4 31.3 - - - - - -
A. pseudosieboldianum 0.5 3.8 - - - 8.7 5.3 25.2 2.8 - 1.0 7.8
F. rhynchophylla - - - - 9.2 11.9 16.7 12.3 5.4 14.6 5.4 2.8
A pictum subsp. mono - - - - 7.1 5.0 9.7 17.7 5.1 2.8 - -
Q. variabilis 4.8 1.2 11.6 11.7 5.1 3.2 - - 35.8 9.9 - -
F. sieboldiana - 11.0 - 9.0 - - - - - - - 5.0
S. obassia - - - - 3.5 7.1 - - 4.1 24.4 - -
L. obtusiloba - 1.3 - - - - - - - 1.3 - 0.6

Ommited sp. 54.3 28.0 3.0 10.3 37.4 19.7 52.1 41.9 23.5 30.9 21.0 29.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U: Upper layer, M: Middle layer

          Communities

layer
Species

A B C D E F

S H S H S H S H S H S H

L.obtusiloba 12.2 3.7 13.2 5.0 9.8 1.8 10.2 1.9 33.2 17.5 12.4 8.0
R. schlippenbachii 17.8 4.6 10.3 10.3 4.7 0.9 - - 3.8 1.0 16.0 9.8
F. sieboldiana 16.8 8.9 18.5 8.5 5.1 0.9 - - 3.8 1.9 13.1 7.6
A. pseudosieboldianum - - - - 10.1 0.9 8.5 2.7 4.3 3.0 6.0 3.5
R. mucronulatum 13.4 4.4 9.1 4.9 5.1 - - - - - 4.5 2.5
P. schrenkii - - - - 10.1 1.3 8.7 1.9 - - - -
S. obassia 2.7 1.1 - - - - - - 9.4 3.3 - -
Q. mongolica 2.9 1.7 7.0 4.2 - - - - - - 3.3 1.9
C. japonica - - - - 3.9 0.4 4.1 0.5 5.2 1.1 3.3 1.8
C. controversa - - 5.5 1.9 - - 6.5 3.3 - - - -
C. cordata - - - - 7.0 1.5 3.2 0.8 - - - -
V. hirtum var. koreanum 3.1 10.9 - - - - - - - - - -
H. serrata for. acuminata - - - - 6.0 10.1 - - - - - -
P. densiflora - - 3.7 1.0 - - - - - - - -

Ommited sp. 31.2 64.7 32.8 64.3 38.2 82.2 58.8 88.9 40.4 72.3 41.5 64.9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 Shrub layer, H: Herbal layer
A:Qm-Pd ,  B:Pd ,  C:C c ,  D:F r -Ap -Ap i ,  E:Qm-Qv,  F: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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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낙엽 관목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지에 자라며

주로 1,000 m 이상에서 생육한다(Kim and Kim, 2012)

주로 음수성을 띄어 향후 관목층으로 발달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곳곳에 산불의 흔적이 발견되어 2차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군집이다.

소나무 군집은 주로 능선부와 사면 상부에서 생육하고

있으며, 중층과 관목층에는 쇠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철쭉

등 맹아갱신 한 상태로 생육하고 있었다. 군집 주변에는

풍도목에 의한 숲틈(forest gap)이 다수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독립된 소나무 임분으로 될 경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초두부 손상 및 만곡형으로 생육할 것으로 판단

된다. 숲틈은 한꺼번에 많은 광량이 유입되어 2차천이의

선구수종으로 주로 발생하는 싸리류, 가는잎그늘사초 그

리고 덩굴류가 발견되었으나 개체수가 미미한 것으로 보

아 숲틈에 의한 교란이 점점 복원되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까치박달 군집은 주로 계곡부에 많이 자리잡고 있었으

며 상층에서 소나무,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그리고 고로쇠

나무 등 여러 수종과의 경쟁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Jang

and Song(1997)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신갈나

무-까치박달 군락 연구에서 까치박달의 생태적 적지는 습

한 곳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

다. 중층의 경우 까치박달이 우세하나 주로 계곡부에서 서

식하는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나무 등

과 함꼐 경쟁하면서 상층으로 발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Ko(2013)의 노령활엽수림에서 교란에 의한 수목생태학적

복원 연구에 의하면 단풍나무속과 까치박달은 내음성을

지녀 장기간 동안 일정개체수의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여

향후 까치박달 군집이 일정기간동안 우점할 것이나, 당단

풍나무와의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물푸레나무-당단풍나무-고로쇠나무 군집은 대부분 계곡

부에 위치하며 경사가 대체적으로 완만하고 적윤한 토양

으로 여러종이 이입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사

료된다. 초본층에서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등

교목성 수종들이 고루 분포하여 향후 모든 층위에서 복잡

한 경쟁구도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신갈나무-굴참나무 군집과 신갈나무 군집은 맹아갱신한

상태의 신갈나무나 관목층의 신갈나무는 일부 고사하거

나 생장이 불량한 상태로 생육하였으며, 모든 층위에서 츨

현하였다. 관목층은 철쭉, 쇠물푸레나무, 생강나무가 주로

우점하였다. 한반도 삼림식생형에 따른 식물사회학적 식

생분류 체계에서 한반도 낙엽활엽수림을 신갈나무-철쭉

군목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아(Kim and Lee, 2006) 본 군

집은 우리나라 온대활엽수림의 전형적인 식생형태를 보

인다고 사료된다. 낙엽 덩굴성 목본식물인 미역줄나무가

관목층과 초본층에서 종종 출현하여 덩굴류 식물로 인한

우점 개체목의 피해가 예상되어 생태적 안정성에 대한 모

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군집에서 모든 층위가 뚜렷이 발달

하였으며 산불과 교란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2차림(secondary forest)형태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대상지의 주 수종인 신갈나무와 소나무의 직경급 분포를

살펴보면 신갈나무는 역J자형을 보이며 소나무는 정규분

포의 형태로 분석되어 향후 소나무가 쇠퇴하고 신갈나무

로의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환경인자 분석

산림의 지형요소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요인은 임내 광

량, 수분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산림의 구조를 변화시

킨다(Rowe, 1984; Yang and Kim, 2002). 군집별 환경인

자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지형적 분포에서 신갈나

무-소나무 군집은 산정 및 능선부, 사면부, 계곡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소나무 군집은 주로 능선부, 까치박달

군집과 물푸레나무-당단풍나무-고로쇠나무군집은 주로 계

곡부에 신갈나무-굴참나무 군집과, 신갈나무 군집은 사면

부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흉고단면적의 경우 소나무 군집

에서 35.99 m2/ha, 신갈나무 군집에서 18.42 m2/ha로 나타

났는데 이는 소나무의 개체수는 적으나 직경급이 큰 단목

Table 3. Environment factors for communities.

Community A B C D E F

Site No.

Peak & Ridge 8 11 0 0 0 4

Slope 5 2 1 1 5 8

Valley 6 0 5 8 4 4

Total 19 13 6 9 9 16

Aspect NW SE NE NE SE SW

mean BHA(m2/ha) 33.95b 35.99b 21.25a 26.36ab 34.03b 18.42a

Altitude(m) 679.0±84.4a 673.6±43.4a 701.7±69.4a 671.9±168.7a 639.4±119.8a 838.6±104.7b

Slope(°)* 25.6±11.5 31.0±8.20 27.8±8.10 23.0±91.20 28.3±6.300 29.2±7.000

Duncan-post-hoc
*: not significant
A:Qm-Pd ,  B:Pd ,  C:C c ,  D:F r -Ap -Ap i ,  E:Qm-Qv,  F: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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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타 군집에 비해 높은 흉고단면적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해발고도는 신갈나무 군집

에서 838.6 m로 다른군집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

는데 신갈나무림은 해발고도 700 ~ 900 m에서 주로 분포

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Jung et al.,

1996; Jung and Oh, 2013). 각 군집의 평균 흉고직경은

상층이 14.7 ~ 23.3 cm, 중층은 7.1 ~ 10.7 cm이며, 평균수

고는 상층이 11.3 ~ 12.4 m, 중층이 5.3 ~ 5.6 m로 조사되

어 미성순한 임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3).

3. 종풍부도 분석 및 NMS 배열

1) 종풍부도 분석 

종다양도 지수(species diversity index)는 조사구 내의

종수와 해당 종의 수도를 고려한데 비하여 종풍부도(species

richness)는 조사구내의 종수로 정의한다. 초본층의 경우

종의 수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종풍부도를 분석하였다(Table 4). 

군집에 따른 종풍부도는 물푸레나무-당단풍나무-고로쇠

나무 군집이 상층과 중층 13.78, 관목층과 초본층은 27.00

Figure 3. The average DBH and Height for each group (A:Qm-Pd, B:Pd, C:Cc, D:Fr-Ap-Api, E:Qm-Qv, F:Qm).

Table 4. Species richness index by environmental factors.

Upper & 
Middle Layer

Shrub & 
Herbal Layer

TOTAL

Communities

Q. mongolica-P. densiflora
(n=19)

12.21±4.662b 15.26±7.556ab 27.47±11.744b

P. densiflora
(n=13)

8.31±3.376a 9.92±2.629a 18.23±5.102a

C. cordata
(n=6)

12.67±4.131b 23.33±7.967c 36.00±8.672bc

F. rhynchophylla-A. pseudosieboldianum-
A. pictum subsp. Mono
(n=9)

13.78±3.930b 27.00±6.928c 40.78±8.628c

Q. mongolica-Q. variabilis
(n=9)

12.33±3.775b 16.00±7.550ab 28.33±9.644b

Q. mongolica
(n=16)

10.44±3.741ab 20.88±8.531bc 31.32±10.326b

Landforms

Peak & Ridge
(n=23)

7.52±2.213a 11.61±4.934a 19.13±5.635a

Slope
(n=22)

12.14±3.044b 16.73±8.447b 28.87±9.756b

Valley
(n=27)

14.00±4.104b 23.89±7.526c 37.89±9.246c

Aspect

N
(n=17)

13.12±3.389b 20.71±8.191b 33.83±8.619

E
(n=26)

11.96±4.728ab 18.54±8.941ab 30.50±12.235

S
(n=15)

10.47±3.441ab 17.00±8.194ab 27.47±10.020

W
(n=14)

9.07±4.160a 13.64±8.741a 22.7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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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40.78로 타 군집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까치박달 군집과 물푸레나무-당단풍나무-고로쇠나무 군

집의 경우 타 군집에 비해 높은 종풍부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식물종 간의 복잡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

큼 종의 이입이 용이한 환경이며 풍부한 식물자원이 모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 지형에 따른 분류는 계곡부가 상층과 중층 14.00,

관목층과 초본층이 23.89로 총 37.89로 가장 높게 나왔다.

계곡부는 지하수위가 높고 중력과 바람 등에 의한 퇴적된

토양입자가 수분을 보유하여 수분스트레스를 적게 받으

므로 높은 식물종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때

문이다(Lee et al., 2007). 산정 및 능선부는 계곡부보다 상

대적으로 풍해가 심하며 일광이 많아 건조하여 내건성이

강한 소나무류의 생육이 유리하여 군집을 이루게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소나무림이 주로 생육하는 산정 및 능선부

는 소나무림에서 발산되는 타감물질(Lee and Monsi,

1963)에 의해 타 식물종의 발아를 방해하여 낮은 종풍부

도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면방위는 북사면이 상층과 중층 13.12, 관목층과 초

본층이 20.71로 타 방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

든 층위를 종합한 수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p=0.146). Yang and Kim(2002)에 의하면 강원도 가

리산 일대의 천연활엽수림을 대상으로 한 사면방위에 따

른 종다양도 분석에서도 북동쪽의 종다양도가 높았으며,

Lee(1999)는 지형적 특성에 따른 낙엽활엽수림의 식생구

조 연구에서도 북사면의 종다양도지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북사면의 일사

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분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해발고도와 종다양성 간의 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해발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다

양성이 감소하는 유형과, 해발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다

양성도 같이 증가하다가 중간고도에서 가장 높아진 후 다

시 감소하는 경향의 유형 두 가지가 있다(Wang et al.,

2007). 본 연구대상지를 대상으로 해발고도와 종풍부도와

의 회귀분석결과(Figure 4),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상층

과 중층에 대한 종풍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p<0.001) 관목층과 초본층(p=0.245) 그리고 전체 층위

(p=0.859)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0.245,

0.859).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바람의

영향 등 기후변화가 심하여 높은 해발고도에서 서식하는

종은 기후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지리

적 범위를 가지며,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육하는 종

은 기후가 안정적이고 변화가 적은 환경에 적응하여 기후

에 대한 내성이 작다. 즉, 해발고도와 생물종의 지리적 범

위사이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Stevens, 1992). 본 연구대

상지의 종간의 내인관계도 이와 상응할 것이지만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도와 종다양성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경사각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Zou et al., 2012). 본 연구

대상지의 경사도와 종풍부도와의 회귀분석결과(Figure 5),

전체 층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경사도가 높

아질수록 종풍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사

도가 급할수록 낙엽 및 수분 등이 잔재하기 어려워 경사

가 완만한 곳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토양유기물이 부족

해지고 식물개체들이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사료

된다.

Figure 4. Linear regression model of species richness according to

altitude; SA : Species richness of All layer (not significant), SSH :
Species richness of Shrub and herbal layer (not significant), SUM

: Species richness of Upper and Middle layer (p<0.001).

Figure 5. Linear regression model of species richness according to
slope, SA : Species richness of All layer (p<0.001), SSH :

Species richness of Shrub and herbal layer (p=0.001), SUM :

Species richness of Upper and Middle layer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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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간 연관성 분석

상층과 중층은 2축과 3축의 종합설명력이 49.3%로 나

타났으며, 종풍부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 철쭉-쇠물푸레나무-개옻나무-소나무는 비교적

낮은 종풍부도로 잔털벚나무-물푸레나무-당단풍나무는 높

은 종풍부도를 가지면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strong association=0.3). 전자는 능선부에서, 후자는

계곡부에서 주로 관찰된 식물종으로 강원도 가리산 일대

소나무가 우점하는 능선지역의 종다양성이 낮았으며 충

분한 수분을 요구하는 수종들이 분포하는 계곡의 종다양

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Yang

and Kim, 2002). 

관목층과 초본층의 경우 2축과 3축으로 종합설명력이

50.4%로 나타났다(Figure 6). 관목층과 초본층은 해발고도

와 종풍부도의 영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strong

association=0.3). 해발고도의 차이는 하층식생의 종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Cheon et al., 2014), 해발에 따른 임내

기온에 대한 민감성은 하층식생이 상층과 중층을 우점하

는 식물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종풍부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종의 연관은 산앵도나무-진달래-노루발-개옻나

무-비비추-지리대사초 등이며, 종풍부도가 상대적으로 높

은 지역의 종의 연관은 물푸레나무-큰참나물-미역줄나무

-대사초-남산제비꽃-천남성-까치박달-노루오줌-국수나무-

방아풀 등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총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대표

적인 군집은 신갈나무와 소나무군집으로 판단되었다. 군

집간 환경인자의 경우 소나무군집은 주로 능선부, 신갈나

무 군집은 사면부에서 대부분 발견되었으며 타군집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발고도에서 생육하고 있었다. 환경인

자에 따른 종풍부도의 차이는 물푸레나무-당단풍나무-고

로쇠나무 군집, 계곡부, 북쪽사면에서 높은 종풍부도 수치

를 기록하였으며,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상층과 중층에서

는 종다양도가 감소하며, 경사도가 클수록 모든층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종풍부도의 영향

은 주로 수분스트레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나, 향

후 본 연구대상지의 토양과 종풍부도 및 종다양성과의 관

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층과 중층, 관목층과

초본층의 각각 두 그룹의 NMS 분석을 통한 종간 연관성

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 모두 2축과 3축에서 높은 설명력

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종풍부도에 영향을 끼치

고 있었으며, 관목층과 초본층의 경우 해발고도와의 영향

Figure 6. NMS distribution of upper & middle layer (left, association value=0.3) and shrub & herbal layer (right, association
value=0.3) Upper & middle layer-sp4.Rhus tricocarpa sp14. Acer pseudosieboldianum sp20. Fraxinus rhynchophylla sp29. Pinus densiflora

sp30. Fraxinus sieboldiana sp32.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sp38. Cornus controversa-; Shrub & herbal layer-Sp8. Athyrium

niponicum sp11. Ampelopsis brevipedunculata sp15. Rhus tricocarpa  sp20. Acer pictum subsp. mono sp29. Stephanandra incisa sp30.
Quercus variabilis sp32.Carex lanceolata sp36. Carpinus cordata sp41.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sp44. Pyrola japonica sp45. Actaea

asiatica sp46. Astilbe rubra sp47.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sp54. Ainsliaea acerifolia sp56. Acer pseudosieboldianum sp57. Carex

siderosticta sp71. Artemisia keiskeana sp74. Viola selkirkii  sp77. Fraxinus rhynchophylla sp79. Tripterygium regelii sp87. Isodon japonicus
sp88. Asplenium yokoscense sp92. Hosta longipes sp98.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p100.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sp103. Atractylodes ovata sp106. Lindera obtusiloba  sp110. Fraxinus sieboldiana sp113. Polystichum tripteron sp114. Lespedeza bicolor

sp117. Disporum smilacinum sp122. Erythronium japonicum sp134. Callicarpa japonica sp136.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sp147.
Carex okamotoi sp 148. Rhododendron mucronulatum sp154. Pimpinella brachycarpa sp156. Aster scaber sp157. Euonymus oxyphyllus

sp158. Arisaema amurense for. serratum sp159.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sp168. Spodipogon sibiricus sp172. Cymopterus

melanotilingia sp179. Smilacin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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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산림생태계(forest ecosystem)는 크게 목본식물과 초본

식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본식물이 큰 비중을 차

지한다. 목본은 다년생 식물로 긴 단위시간(unit time)을

가지므로 산림생태를 분석·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장

기간의 연구를 요구한다. 단기간의 연구 데이터 결과물

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산림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에서 사용된 여

러 개념과 반응을 토대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Son,

1997). 산림생태에 대한 장기모니터링은 산림 보전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하여 영구방형구 내 산

림 임분 구조 및 종조성 등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관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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