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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덕유산 백암봉 일대의 천연림을 대상으로 산림형을 구분하고, 각 산림형별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천이경

향을 제시하였다. 사분각법을 이용하여 225개의 표본점에서 식생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양한 다변량 통계분석(Cluster

분석, 지표종분석, 다중판별분석 등)을 실시하여 산림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지는 5개의 산림형으로 분

류되었고, 상층의 우점비율 및 입지환경에 따라 능선부에서는 신갈나무림, 계곡부에서는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

무림과 들메나무림, 사면하부에서는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 소나무림 등이 분포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수종구성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유형별 생태적, 환경적 특성을 근거로 천이경향을 추정한 결과, 현재의 산림형

은 신갈나무림, 들메나무림, 중생혼합림, 참나무-서어나무림 등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ssify the current forest cover types and to propose the successional

trends in the natural forest of Mt. Deogyu. The vegetation data were collected by the point-centered quarter

method. The forest cover types were classified by various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such as

cluster analysis, indicator species analysis and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This forests were classified into

five forest types by the species composition of upper layer and topographic positions: Quercus mongolica forest

in the ridge, Fraxinus mandushurica-F. rhynchophylla-Cornus controversa forest and F. mandushurica forest in

the valley, the Q. serrata - Pinus densiflora - Q. mongolica forest and P. densiflora forest in the low-slope. As

a result of the forest successional trends depending o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each forest

type, the current forest types were expected that the forest succession would be proceeded toward Q. mongolica

forest, F. mandshurica forest, mixed mesophytic forest, and oak-Carpinus laxiflora forest. 

Key words: classification of forest types, ecological characteristics, natural forest, succession trends, various multivari-

ate statistical methods

서 론

최근 국립공원 탐방객 입장료 폐지와 주 5일 근무제 시

행 등의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고 산림 복지와 치유가 주

목 받으면서 국립공원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인위적

인 산림 훼손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덕유산은 일제

치하에서 전쟁 물자 충족을 위해 1930년까지 대규모 벌목

이 무차별 실시된 지역이며, 그 후로도 임산연료, 한국전

쟁 중 작전상 벌채, 전쟁 후 복구사업을 위한 목재공급 등

으로 산림이 파괴된 전력이 있다(Korea Forest Policy

Research Association, 1975). 

덕유산(1,614 m)은 식물분포학상 중부아구와 남부아구

에 속하여 남한 중·남부지역의 식물상이 모두 나타나며

(Lee and Yim, 1978), 해발고도가 높아 아고산기후가 나타

나고 아고산기후에 적응한 북방계식물들이 생육하는 등

독특한 경관 및 식물상을 보인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2). 그러나 이 지역 산림식생의 대부분은 과거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교란을 받은 2차림인데다 1970년

대 이후부터는 제도적 보호를 받아와 다양한 산림형과 임

분 발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해발고, 지형, 사면

등과 같은 입지환경에 따라 수종구성 차이가 심한 현상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해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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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계곡부와 사면하부에서는 소나무, 졸참나무, 굴참나

무 등이, 해발고가 높은 능선부나 사면상부에서는 신갈나

무가 각각 우점하며, 그 사이 사면중부 이상에서는 들메

나무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g et al., 1987;

Song, 1990; Kim et al., 1994a; Park et al., 1994; Kim

and Kil, 1997;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4; 2012;

Park and Choi, 2004; Kim et al., 2010). 아고산지대 식

생에 관한 연구는 Kim et al.(1994b), Moon(2001), Kim

and Choo(2004) 등이 실시하였고, 구상나무림은 Kim and

Choo(1999), 주목나무림은 Jang et al.(2004), 가문비나무

림은 Song et al.(2011), Han et al.(2012) 등이 각각 조사

하여 발표하였다. 그 외 식생연구로 Kim et al.(2011),

Choi et al.(2013), Kim et al.(2013) 등이 각각 덕유산 일

원의 현존 식생도를 작성하여 수종 분포 양상을 설명하고,

주요 수종의 흉고직경 분포도나 분포면적을 이용하여 소

나무군집이 참나무류에 의해 쇠퇴하는 산림천이 경향을

예상하였다. 그리고 극상수종으로 신갈나무, 들메나무, 서

어나무 등을 제시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이들 수종으로 천

이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천이는 자연계에서 변화와 그 변화의 원

인과 방향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만(Shugart, 1984), 일

반적으로는 교란중이거나 교란 후의 종구성과 양적 변화

를 의미하기도 한다(McCook, 1994). 특히, 산림생태계는

현재의 산림 구조와 종구성으로 특성을 나타내거나 평가

되는데, 천이경향을 예측함으로서 효율적인 산림 관리와

보전에 필요한 수준 높은 식생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식

생은 지표면에 생육하고 있는 전체 식물의 집단으로 대개

생육지의 환경과 반응해서 결정된 종들이 모이는 집단 즉,

군집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예로부터 이를 유형화 하여 대

상 지역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단위로 활

용되고 있다(Lee et al., 2006). 

본 연구는 덕유산 일대 천연림을 대상으로 생태적 산림

경영을 실현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산림식생 유형을 파악하고, 산림유형별

천이경향을 제시하였다. 

자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무주군과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기후는 연

평균기온 11.5oC, 연평균강수량은 1,265.9 mm이며 강수량

의 50~60%가 여름에 집중된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2). 

식생조사는 덕유산국립공원 백암봉(1,503 m)을 중심으

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진 백두대간 내 동엽령, 백암봉, 지

봉, 대봉 일대의 천연림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조

사방법은 우리나라의 험준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넓

Figure 1. Location of the research area in Mt. Deogyu. The sample points(black dots) were evenly distributed in the valley, slope
and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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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대상지에서 효율적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사

분각법(Point-centered quarter method; Brower and Zar,

1977)을 이용하였다. 표본점 간 약 40~60 m의 간격을 유

지하면서 능선 · 산복 · 계곡 등의 지형이 균일하게 포함

되도록 하여 총 225개의 표본점을 설정하였다. 각 표본점

4방위에서 수직층위별(상, 중, 하) 표본점에서 가장 가까

운 목본수종을 식별하고 흉고직경 및 수고, 해발고도, 사

면방위 등을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식생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생태적 속성을 지

닌 산림형으로 구분하기 위해 Cluster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산림유형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Dufrene and

Legendre(1997)가 고안한 지표종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

표종분석에 의해 결정된 산림유형 개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중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Chung, 2015).

분류가 완료된 각각의 산림유형별 수종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Curtis and Mcintosh(1951)의 중요치 산출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우점 수종의 비율을 바탕으로 각 산림유형에

명칭을 부여하였다(Chung and Kim, 2013; Hwang et al.,

2015). 산림유형별 입지환경과 종다양성 및 수직적 층위

구조를 파악하여 산림 천이계열을 추정하였다(Figure 2). 

군집분석과 지표종분석은 PC-ORD 6.0(McCune and

Mefford, 2011), 다중판별분석은 SPSS 20.0(IBM SPSS

Statistics, 1989-2011), 수종구성과 종다양성지수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0(Microsoft Corporation, 2010)을 이

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형 분류 

225개의 표본점에서 수집된 식생정보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2~10개의 Cluster로 분류되었다(Table

1). Cluster의 수가 증가 할수록 각 Cluster에 포함되는 표

본점의 개수가 감소하였다. Cluster의 수는 정보의 손실과

수종간의 생태적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함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Chung

and Kim, 2013),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

면 군집분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정한 Cluster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군집분석에서 산

출된 2~10개의 Cluster에 대한 13개 수종별 지표종지수의

평균 P값을 산출하였으며(Figure 3a), Cluster별로 유의수

준(P<0.05)을 만족시키는 수종의 개수를 나타내었다(Figure

3b). 적절한 Cluster의 수는 Cluster 수에 대한 지표종지수

의 평균 P값이 가장 낮고, 유의수준(P<0.05)을 만족시키

는 지표종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 결정된다(McCune and

Grace, 2002). Cluster의 수가 5개 일 때 평균 P값이

0.07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을 만족시키는 지

표수종의 수가 9개로 가장 높게 분석되어, 적절한 Cluster

의 수는 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개의 예측집단으로 다중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측

집단에 분포하는 표본점의 97%가 Cluster분석 및 지표종

분석에 의해 산출된 5개의 Cluster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5개의 산림형으로 구

분한 것이 적절함을 뒷받침하였다(Table 2).

Figure 2. The sequence of analysis.

Table 1. The number of sample points assigned to each cluster membership.

Cluster
membership

Clusters

A B C D E F G H I J

2 123* 102

3 72 51 102

4 53 19 51 102

5 53 19 33 18 102

6 53 19 33 18 51 51

7 33 20 19 33 18 51 51

8 33 20 19 26 7 18 51 51

9 33 17 3 19 26 7 18 51 51

10 26 7 17 3 19 26 7 18 51 51

*No. of sample points for each cluster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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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층 수종구성과 산림형 명명

산림형 분류는 자연상태에서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들

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집단을 이루거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의 구성수종을 중심으로 유사

한 임분들끼리 동일한 산림식생단위로 분류하는 방법이

다(Lee et al., 1999; Chung et al., 2014; Chung et al.,

2015). 현재 상층을 구성하는 30개의 수종 가운데 상위 5

개 수종(신갈나무: 35.4%, 소나무: 12.7%, 들메나무:

11.0%, 졸참나무: 10.9%, 물푸레나무: 5.3%)이 전체의 3/4

을 우점하였으며 이들 수종의 분포 정도에 따라 산림형이

다르게 분류되었다(Table 3).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들메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것은 본 조사지의 특징으로 평

가된다(Kim et al., 2011).

주요수종의 상대밀도(RD), 상대빈도(RF), 상대피도(RC)

등을 통해서 각 수종들의 생육특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신갈나무는 상대밀도가 높고 상대빈도가 낮아 집중분포

형태를 띠며, 소나무는 상대밀도에 비해 상대피도가 두 배

에 이르러 직경이 큰 개체들이 모자이크 형태로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외 들메나무와 졸참나무는 생장 상

태와 분포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층 구성 수종의 중요치를 기준으로 25% 이상 우점하

면서 2~3개 수종 중요치 합이 50% 이상일 때 다수의 수

종명을 이용하였으며, 한 수종이 75%이상 우점하면 단일

수종으로 산림형을 명명하여 군집단위의 수종구성 특성

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산림형 명명의 기준은 산림경

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목지 구분 비율과 Braun-

Blanquet(1964)의 우점도 계급 비율에 기초하였다(Hwang

et al., 2012; Lee et al., 2014). 

산림형 명명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덕유산 일대 천

연림은 5개의 산림형으로 나타났으며 신갈나무림, 졸참나

무-소나무-신갈나무림,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

소나무림, 들메나무림 순으로 많은 표본점을 포함하였다

(Figure 4). 

신갈나무림, 소나무림, 들메나무림 등은 상층에서 각각

신갈나무가 76.7%, 소나무가 75.7%, 들메나무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

과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 등은 상층에서 이들

의 수종이 62.6%, 54.1%를 각각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3. 산림형별 생태적 속성

해발고도와 지형적 위치에 따른 산림형들의 분포(Table

4)와 종다양성지수 분석(Figure 5)을 바탕으로 각 산림형

Figure 3. Result of indicator species analysis from step 2 to 10 during the clustering process. (a) Change in P value after 4,999
permutations of the Monte Carlo test averaged across 13 species, (b) Number of indicator species with P < 0.05.

Table 2. The confusion matrix summarizes the reclassification of
the predicted group membership.

Classified
cluster

Predicted group membership

1 2 3 4 5

A 90.6* 1.9 7.5 - -

B 5.3 94.7 - - -

C - 2.0 96.1 - 2.0

D - - - 100 0

E - - - - 100

*Percentages in rows represent the classification into the clusters
given in columns (correct classification in bold). Overall classification
success was 96.4%.

Table 3. Importance value of major tree species in overstory.

Scientific name RD* RF RC IV

Quercus mongolica 43.1 28.7 34.4 35.4

Pinus densiflora 10.1 8.4 19.7 12.7

Fraxinus mandshurica 11.9 10.9 10.4 11.0

Quercus serrata 9.3 10.5 12.9 10.9

Fraxinus rhynchophylla 5.4 7.3 3.3 5.4

Others (25) 20.2 34.2 19.3 24.6

*RD:Relative density, RF:Relative frequency, RC:Relativ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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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태적 속성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각 산림형의 해

발고, 지형 분포 범위가 덕유산 전체나 일부 지역에서 선

행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해발고와 수

분요소가 식생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사면에서는 신

갈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순으로 중요치가 높

게 나타나고, 북사면에서는 신갈나무, 들메나무, 당단풍나

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순으로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해발고 700 m 이하 저지대에서는 소나무, 졸참나무, 굴참

나무 등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발고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중요치는 낮아지고 신갈나무, 들메나무의 중

요치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ong et al., 1987;

Song, 1990; Kim et al., 1994a; Park et al., 1994; Kim and

Kil, 1997;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4; 2012;

Park and Choi, 2004; Kim et al., 2010). 

해발고와 사면부위가 높아짐에 따라 토양수분이 감소

하며, 수종별 내성범위 차이와 종간 경쟁으로 연속된 산

림군집의 구조와 종다양성이 달라지게 된다(Webster, 1961;

Whittaker and Niering, 1975; Katagiri and Tsutsumi, 1978;

Montalvo et al., 1991;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4).

종다양성은 산림군집의 구조적인 복잡성, 외부 교란 요인

으로부터의 안정성, 그리고 산림 발달 과정상 성숙도와 비

례하는 경향이 있다(Odum 1969; Louks, 1970; Bazzaz,

1979; Kim et al., 2013). 

신갈나무림은 해발고 831~1,321 m의 범위에 분포하였

으며, 평균해발고는 1,107 m로 전체 산림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형적으로는 주로 능선부와 사면 상부에

서 생육하였다.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은 주로 계곡

부와 사면하부에 분포하였으며 해발고 범위는 602~1,079 m,

평균해발고는 842 m로 분포양상이 신갈나무림과 이질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림은 주로 사면하부와 계곡부

에서 분포하였으며 해발고 범위는 583~1,154 m, 평균해

발고는 812 m로 전체 산림형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과 들메나무림은

주로 계곡부와 계곡부와 인접한 사면에 분포하였으며 해

발고 범위는 693~1,214 m, 평균해발고는 1,000 m 내외로

나타났다. 

한 가지 수종의 점유 비율이 높은 신갈나무림, 소나무

림, 들메나무림의 종다양성지수가 낮은 반면, 3개 수종이

상층을 우점하는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과 들메나

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의 종다양성지수가 높은 것으

*The component ratio of sample points (%), **No. of species, ***QM:

Quercus mongolica, QS: Q. serrata, PD:Pinus densiflora, FM: Fraxinus

mandshurica, FR: F. rhynchophylla, CC:Cornus controversa, BD: Betula

davurica, BE: B. ermanii, BC: B. schmiditii, AP: Acer pictum subsp.

mono, QV: Q. variabilis, UL: Ulmus laciniata, QA: Q. acutissima.

Figure 4. Importance value (%) of major tree species in

overstory by each classified forest type.

Table 4. The topographic position and above sea level (ASL)
for each forest type.

Forest type
Topographic position (%)

ASL (m)
Valley Slope Ridge

QM* 6 27 67
1,107

831-1,321

QS-PD-QM 49 45 6
842

602-1,079

FM-FR-CC 67 30 3
998

693-1,195

PD 21 68 11
812

583-1,154

FM 89 11 -
1,047

771-1,214
*Abbreviations of the forest name were shown Figure 4.

*Abbreviations of the forest name were shown Figure 4. 

Figure 5. Species diversity index of each fores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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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Figure 5). 소나무림과 들메나무림은 생육환

경이 양호한 계곡부에서 주로 조사되어 표본점 수에 비해

다양한 수종이 조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졸참나무-소나

무-신갈나무림과 신갈나무림의 종 수는 비슷하지만 종다

양성지수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신갈나무림에서 신

갈나무의 높은 우점으로 균재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이라

사료된다. 

4. 산림형별 수직 층위구조

다섯 가지 산림형의 중층과 하층에 출현한 주요 수종들

의 중요치를 바탕으로(Table 5) 각 산림형별 미래 수종구

성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신갈나무림은 중층에서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가장 높

게 나타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신갈나무의 상층 우점율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하층에서는 철쭉, 노린재나무가 높은 우

점을 나타내었고, 교목 및 아교목 수종은 우점률이 낮아

수직층위 발달단계가 미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은 상층에 이어 중층에서도

신갈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소나무는 후계목이 나타나지 않아 향후 졸참나무, 신

갈나무, 서어나무 등이 상층을 우점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층에서는 당단풍나무와 쪽동백나무의 중요치가 높게 나

타났다.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은 상층의 우점수종 외

에 고로쇠나무, 신갈나무 등 다양한 교목 활엽수종이 중

층을 점유하여, 향후 다양한 수종들의 고른 우점 양상으

로 상층 수종구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층에서는

습한 계곡부 전석지에 주로 분포하는 물참대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림 중층에서 소나무의 점유비율이 상층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여 신갈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

Table 5. Importance values of major tree species in mid and under stories for each classified forest type.

Vertical strata Scientific name
Forest types

QM** QS-PD-QM FM-FR-CC PD FM

Mid 

Quercus mongolica 42.7 9.9 8.6 18.3 1.8

Acer pseudo-sieboldianum* 10.5 8.0 9.2 1.2 10.0

Fraxinus sieboldiana* 7.1 2.2 2.3 2.8 -

Carpinus cordata * 6.7 6.6 8.9 1.2 2.5

Fraxinus rhynchophylla 6.7 5.7 9.9 1.2 6.9

Styrax obassia* 4.6 16.8 8.0 11.5 3.2

Carpinus laxiflora 0.3 11.9 - 14.4 -

Quercus serrata - 11.8 - 16.6 -

Acer pictum subsp. mono 2.1 3.0 17.6 1.4 8.2

Fraxinus mandshurica 1.2 0.5 13.4 1.7 29.4

Pinus densiflora - - - 15.4 -

Cornus controversa 1.6 3.2 7.5 - 6.0

Others (No. of species)
16.5
(21)

20.4
(17)

14.6
(12)

14.3
(7)

32.0
(13)

Under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29.0 5.5 4.0 21.3 -

Symplocos chinensis 15.7 3.0 1.9 4.0 1.8

Lespedeza maximowiczii 7.9 0.4 - 2.1 -

Fraxinus rhynchophylla 5.1 1.8 - 3.2 -

Acer pseudo-sieboldianum* 4.7 12.6 10.6 8.7 15.9

Styrax obassia * 0.3 12.5 1.4 10.7 -

Lindera obtusiloba 1.8 11.7 7.4 6.6 -

Carpinus cordata* 4.2 4.9 3.4 1.5 2.0

Deutzia glabrata 0.8 2.3 17.5 4.6 14.3

Euonymus sachalinensis 1.4 3.4 8.4 1.5 -

Magnolia sieboldii* 2.5 2.6 6.7 - 16.5

Rhododendron mucronulatum 3.0 1.4 - 8.8 -

Fraxinus sieboldiana* 1.9 0.9 0.9 7.8 1.4

Acer pictum subsp. mono 1.4 3.1 4.3 1.7 7.6

Alangium platanifolium - - 2.1 - 6.8

Others (No. of species)
20.3
(25)

33.9
(21)

31.4
(19)

17.5
(11)

33.7
(14)

*Subtree species.**Abbreviations of the forest name were shown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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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수종들과 비슷하여, 향후 이들 활엽수종이 상층을 우점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음성이 낮은 소나무는 중층을 구

성하고 있는 다른 활엽수종들에 피압되어 상층으로 성장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은 소나무림의

일반적인 천이경로로 여겨진다(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Kim et al., 2015). 하층에서는 철쭉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들메나무림의 상층에 이어 중층에서도 들메나무의 높

은 우점률이 나타나 들메나무 단순림이 계속 유지될 것으

로 판단된다. Cho(1989)는 들메나무가 천연하종에 의해서

치수가 잘 발생되며, 어려서는 음수이나 성장하면서 광선

을 요구하고 맹아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였고, Lee et al.(1994), Yang and Wu(1986), Barnes et

al.(1992) 등은 들메나무의 극상림 가능성을 시시한 바 있

다. 하층에서는 함박꽃나무와 물참대의 중요치가 높게 나

타났다. 

중·하층에서 아교목 수종인 당단풍나무, 쇠물푸레나

무, 까치박달, 쪽동백나무 등의 중요치가 높은 졸참나무-

소나무-신갈나무림과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은

상층 수종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중·하층 수직층위 발달

도 복잡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

림과 소나무림,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과 들메

나무림은 각각 출현하는 수종과 우점하는 수종의 분포 양

상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 산림형의 천이 계열 추정 

산림형별 생태적 특성(Table 4 and Figure 5)과 중·하

층 수종구성(Table 5)을 근거로 천이경향을 추정한 결과,

덕유산 일대 천연림은 신갈나무림, 들메나무림, 중생혼합

림, 참나무-서어나무림 등으로 산림형이 발달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Figure 6).

신갈나무림과 들메나무림은 현재의 입지조건에서 지속

적으로 유지되고, 들메나무-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은 현

재 상층이 다양한 수종에 의해 분산되어 중생혼합림(mixed

mesophytic forest)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생혼

합림은 특정한 소수의 수종이 우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종이 어우러져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

는 산림유형을 지칭한다(Braun, 1950; Vankat, 1979;

Barbour and Billings, 1988;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6; Chung et al., 2015).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과

소나무림은 참나무-서어나무림으로 발달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는 두 산림형이 분포하는 해발고와 지형이 유

사하고, 현재 중·하층 수종구성이 비슷한데다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종이 중복되는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이다. 

이들 산림형의 극상단계(the last stage of forest sucession)

는 신갈나무림, 들메나무림, 중생혼합림 등이며, 산림형별

분포 면적이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갈나무는 중부지

역의 냉·온대 낙엽활엽수림과 산악 정상부근의 표징종

이고(Kim, 1992; Yim and Kim, 1992;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4; Kim et al., 2011; Hwang et al.,

2012), 들메나무는 덕유산 식생의 특징으로 평가되며, 이

지역에서 극상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1994; Yang and Wu, 1986; Barnes et al., 1992; 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따라서 신갈나무는 사면상부

나 능선에서, 들메나무는 사면 중부이상의 계곡부에서 지

형적 천이(toposequence succession) 과정을 거치며 순환

및 유지되어 극상림(climax forest)의 역할을 할 것이다. 현

재는 신갈나무림이 가장 넓게 분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

록 능선과 사면상부에 국한될 때 까지 면적이 줄어들고,

들메나무림은 현재의 소규모 개체군 수준을 유지할 것으

*Abbreviations of the forest name were shown Figure 4. **CL : Carpinus laxiflora 

Figure 6. Estimation of succession process based on species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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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소나무림과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은 참나무류에

의한 소나무의 쇠퇴 및 도태 과정을 거치며(Chung and

Hong, 2006; Kim et al., 2011; Hwang et al., 2012;

Chung et al., 2014), 하나의 산림형으로 발달하고 궁극적

으로는 중생혼합림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이다. 국부적인

소규모 교란에 의해 수종이 대치되는 순환천이(Cyclic

succession)가 발생하면서 산불이나 개벌 같은 대규모 교

란이 없다면 중생혼합림은 극상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Lim, 2015; Kim et al., 2015). 

졸참나무-소나무-신갈나무림과 소나무림 등은 들메나무

-물푸레나무-층층나무림과 달리 ‘소나무의 쇠퇴 및 도태’

라는 하나의 천이계열(sere)을 더 거치기 때문에 중생혼합

림으로 발달하기 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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