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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에 취약한 한반도 아고산대는 한대성 북방계식물의 서식처이다. 본 연구는 아고산대 산림의 군집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복원 및 관리방안의 기초자료 제공목적으로 설악산 대청봉 일대 산림식생의 군집구조 및 식물상을 구명하였

다.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31개소의 식생조사를 실시하였고, 식물사회학적 식생유형분류, 중요치, CCA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식생유형분류체계는 분비나무군락에서 군단위로 눈잣나무군, 만병초군, 바디나물군, 이상 총 3개의 식생유형(VU)

으로 분류되었다. 식별종군으로는 눈측백 식별종군, 자주솜대 식별종군을 포함하여 총 7개 종군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평균

상대우점치 분석(MIP) 결과, VU 1의 MIP는 잣나무(24.1), 분비나무(23.6), 사스래나무(10.5) 등, VU 2의 MIP는 잣나무

(26.2), 분비나무(20.8), 사스래나무(10.5) 등, VU 3의 MIP는 잣나무(22.2), 분비나무(16.4), 사스래나무(13.5) 등의 순이었

다. 층위별 주요 경쟁수종인 잣나무와 분비나무의 중요치는 VU 1의 교목층에서 잣나무가 46.7, 분비나무는 26.1로 잣나무

가 우세하나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에서는 분비나무의 중요치가 잣나무에 비해 높았고, VU 2와 VU 3에서도 교목층은 

잣나무의 중요치가 높았지만 아교목층 이하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냈다. CCA ordination 분석 결과, 눈잣나무군은 해발고, 

바디나물군은 출현종수와 다소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지정 특산식물은 11분류군, 희귀식물은 

24분류군으로 북방계 식물의 비율이 62.5%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류된 3개의 식생단위와 분비나무 및 잣

나무의 층위별 중요치 변화에 대한 식생학적 접근의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개체군 및 군집생태

학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1)

Abstract: The subalpine zone which i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could be functioning as a habitat for northern 

plant species especially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of phytosociological community type and 

investigation on flora of vascular plants of Daecheongbong area in Mt. Seorak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vide 

a basic information for an ecological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the vegetation through community ecological 

approach. Vege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31 of quadrates from May to October, 2016. We analyzed vegetation 

types with phytosociological method, importance value with Curtis & McIntosh method, CCA using PC-ORD program 

tool, and flora of vascular plants. As a result, the forest vegetation was classified into Abies nephrolepis community. 

The community was divided 3 groups such as Pinus pumila group, Rhododendron brachycarpum group and Angelica 

decursiva group. Therefore, the vegetation had 3 kinds of units. The differential species group, it was classified into 

total of 7 species group units including Thuja koraiensis and Smilacina bicolor differential species group. The mean 

importance percentage (MIP) in VU 1 was shown Pinus koraiensis (24.1), A. nephrolepis (23.6) and Betula ermanii 

(10.5), and in VU 2, it was P. koraiensis (26.2), A. nephrolepis (20.8) and B. ermanii (10.5), and in VU 3, it was 

P. koraiensis (22.2), A. nephrolepis (16.4), B. ermanii (13.5) in the order, respectively. As for importance valu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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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koraiensis and A. nephrolepis representative competition species, were different at each layers. The former (46.7) 

was higher than the latter (26.1) in tree layer, but the latter was higher than the former in subtree and, shrub and 

herb layers of VU 1. VU 2 and VU 3 also indicated the same tendency. P. pumila group and A. decursiva group 

were shown to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altitude and present species, respectively. The designated as the endemic 

plant was 11 taxa and, as the rare plant 24 taxa and 62.5% of vascular plant was northern plant spec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further long-term monitoring of 3 vegetation units, IV of main competition species (P. koraiensis and 

A. nephrolepis) with stratum and main specific species (rare plants and endemic plants) considering vegetation science 

and, population and community ecology approaches.

Key words: biodiversity, climate change, forest ecosystem, northern plant, subalpine zone

서  론

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최근 폭염 ․ 가뭄 ․

홍수 등의 발생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등 자연

과 인간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IPCC, 2014). 기

후 시스템의 변동성은 태양 복사 및 화산 활동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인 영향이나 산업혁명 이후 대기 구성 변화

와 같은 인간 활동의 인위적 결과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Hegerl et al., 2007),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의 광

범위한 영향은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

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구성 요

소인 유기체부터 생물군집 수준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otkin et al., 2007; 

Gilman et al., 2010; Dawson et al., 2011; McMahon et al., 

2011; Bellard et al., 2012).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

오는 불확실성도 수반하고 있기에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

하며(Pereira et al., 2010), 특히 이와 관련된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기초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및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국소적 손실은 범지구적인 손실을 예상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는 인간과 동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Sala et 

al., 2000). 육지생태계의 경우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인위적인 서식지 손

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Sala et al., 

2005), 툰드라, 사막, 북부침엽수림과 한대림 등의 생물

군계(biome)에서는 인간의 직접적인 서식지 파괴보다는 

기후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Sala et al., 2005). 

산림생태계는 생물군계보다 적은 시공간규모에 해당되

고(Son et al., 2016), 그 산림생태계는 기후변화와 관련하

여 영향을 받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폭우의 

발생 빈도 증가,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강수의 변화 등이

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산림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uhrer, 2006; 

Allen et al., 2010; Hanmmill et al., 2016).

최근 20년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Lindner et al., 2010), 기후변화

에 따른 현재 산림에 대한 지역적 취약성의 이해가 아직

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한 시

점이다(Lindner et al., 2010).

특히 지역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아고산대는 한대성 

북방계 식물의 서식처이며(Tsuyama et al., 2015; Mathys 

et al., 2017), 동시에 생태구배(ecocline)의 극단에 위치한 

생태계 지역으로 볼 수 있다(Kimmins, 2004). 기후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반복적인 교란에 의한 서식지 파괴는 한

대성 북방계 식물의 후퇴 및 소멸로 이어지고 미래에는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Kong, 2002; Kong 

and Lim, 2008; Korea Forest Service, 2009). 설악산은 남

북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마루금 중심축의 하나로 최고

봉인 대청봉을 기준으로 북쪽에 미시령 ․ 마등령, 동쪽으

로는 바다와 접하는 외설악, 서쪽으로는 귀떼기청 ․ 대승

령 ․ 안산의 내륙과 접하는 내설악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

른 생태계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발생된 

빙하기와 간빙기에 따라 가교역할을 하는 곳으로 북방계 

식물의 남하와 남방계 식물이 북상하였다. 설악산 산정 

일대는 간빙기 이후 기온상승에 따라 북방계 식물이 고

산으로 서식처를 이주․정착하면서 지리적 격리가 발생하

는 특성을 갖는 곳이다(Ricketts et al., 1999; Kong, 2002; 

Hong et al., 2010). 

설악산 아고산대 식생은 해발고와 평균 경사도가 높아 

인접 광역분포 식생으로부터 격리 분포된 것이 특징적이

고 대청봉 일대는 극단적인 환경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

세지형의 차이에 따라 식물의 생존여부가 결정되고 유존

종(relict species)과 고유종(endemic species) 및 특산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았다

(Kong, 2000; Song and Yun, 2006; Kong and Lim, 2008; 

Lee et al., 2014). 설악산 일대 산림에 관한 식생구조 및 

개체군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는 Yim and Baek(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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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Climate diagram both Sokcho (A) and Inje (B) for recent 30 years.

a : Station name, b : Height above sea level (m), c : Mean annual temperature (℃), d : Mean annual amount of precipitation

(㎜), e : Absolute maximum temperature (℃), f : Mean daily maximum of the hottest month (℃), g : Number of years observation,

h : average monthly precipitation exceeding 100 ㎜ (black area), i : Monthly means of precipitation (㎜), j : Monthly means

of temperature (℃), k : Humid period(lined), l : Mean daily minimum temperature of the coldest month (℃), m : Absolute minimum

temperature (℃) n : Months with a mean daily minimum temperature below 0℃, o : Months with an absolute minimum below.

Park et al.(1998), Song and Yun (2006), Chun et al.(2010), 

Kwon et al.(2010), Kim et al.(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Park et al.(2014)의 눈잣나무 서식지 분포예측에 관한 연

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여러 선행연구가 있긴 하지만 

설악산 대청봉 일대 산림식생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 현존 군집구조와 종조성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군집구조 및 종조성의 변화를 지

속적으로 관측하는 군집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생

물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산림식생의 군락유형분류와 구

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1) 식물사회학적 분

석을 이용하여 현재의 자연조건에 적응한 군집구조와 종

조성을 갖는 현존식생의 실체를 명백하게 하는데 있으며, 

2) 중요치를 이용하여 층위별 구성종의 생태적 중요도 또

는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3) CCA ordination 분

석을 통하여 환경인자와 식생유형간의 상호관계를 파악

하고, 마지막으로 4) 관속 식물상 특성을 정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설악산의 대청봉(1,708 m)은 북위 

38°05′25″∼38°12′36″, 동경 128°18′03″∼128°26′43″의 

범위에 있으며, 전체 면적 398.549 km
2
으로 강원도 속초

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에 걸쳐 있다. 본 조사지의 생

태권역은 산악권역에 속하며(Shin and Kim, 1996), 식물

구계구분에서는 중부아구 이다(Lee and Yim, 2002).

본 조사지의 지질은 고원생대의 대청봉화강암으로 대

청봉-화채봉 일대는 흑운모편마암이 넓게 분포하고, 쥬

라기 오색화강암과 백악기 설악산화강암이 관입하고 있

다(Korean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0).

설악산의 기후로는 조사지역과 인접한 속초관측소 30

년간(1985년∼2015년)의 자료, 인제관측소 30년간(1985년

∼2015년)의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Walter et al.(1975)

가 제시한 climate diagram을 작성하였다(Figure 1). 속초

지방은 연평균기온 11.3℃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이

며, 이는 동해상에서 유입되는 해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388.5 mm로 강원도 내에서

는 비교적 비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 절대최고기온 37.

1℃, 절대최저기온 –15.6℃, 가장 더운 달의 일평균 최고

기온은 33℃, 가장 추운 달의 일평균 최저기온은 –11.9℃

로 나타났다. 인제군의 연평균기온과 연평균강수량은 각

각 9.2℃, 1,197.3 mm로 강수량은 속초지방보다 적게 나

타났다. 절대최고기온 37.3℃, 절대최저기온 –24.6℃, 가

장 더운 달의 일평균 최고기온은 28.6℃, 가장 추운 달의 일

평균 최저기온은 –17.6℃로 나타났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6).

설악산 대청봉 일대의 식생으로는 소나무, 전나무, 잣

나무, 분비나무 등의 상록침엽수의 혼합림 또는 단순림

을 볼 수 있다. 또한 1,550 m 이상의 산정 부근에는 철쭉, 

진달래, 설악눈주목, 눈잣나무 등의 관목림과 바람꽃, 꽃

쥐손이, 시호 등의 고산식물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Yim 

and Baek, 1983), 이노리나무, 땃두릅나무, 눈측백, 눈향

나무, 덤불오리나무, 나도옥잠화, 범꼬리, 검은종덩굴, 두

루미꽃, 홍월귤, 산마늘, 댕댕이나무, 백당나무, 배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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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p showing the investigated 31 plots in Mt. Seorak.

인가목, 송이풀, 자주솜대 등의 식물종이 출현한다(Yun 

et al., 2011).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대청봉일대의 산림식생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31개소의 방형구(10 

m × 10 m 7개소, 10 m × 20 m 9개소, 15 m × 20 m 3개

소, 20 m × 20 m 12개소)를 설치하였다(Figure 2). 식생

조사는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 방법(Ellenberg, 1956; 

Braun-Blaunquet, 1964)에 따라 입지환경 요인과 군집구

조 특성 및 군락 구성종 목록과 우점도 및 군도계급을 측

정하였다. 입지환경은 경사도, 노암율 등을 기록하였고, 

Garmin Montana 650GPS 장비를 사용하여 좌표, 방위, 

고도를 측정하였다. 상관임분(physiognomic stand)을 하

나의 조사단위로 두고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4개의 층위로 구분하여 수직적인 공간분배를 고려하였

다. 각 층위별 우점종의 평균식피율․평균수고․평균흉고직

경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방형구 내 모든 구성종의 종

명을 기록한 후 모든 종의 양과 생육상태를 조사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양으로 출현하는 각 종의 피도(coverage)

와 개체수를 조합시킨 우점도(dominance) 계급을 판정 

기록하였으며, 생육상태는 종 개체의 집합 혹은 이산의 

정도에 따른 군도(sociability) 계급 등을 측정하였다.

구성종의 식물분류와 동정은 원색한국수목도감(Hong 

et al., 1987), 원색식물도감(Lee, 2003), 나무생태도감(Yun, 

2016)기준으로 하였다. 희귀․특산식물은 한국 희귀식물 목

록집(2008)을 활용하였으며, 북방계 식물의 기준은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대상 식물 300(Korea National Arboretum, 

2010)으로 작성하였다. 종명의 학명과 국명은 국가생물

종지식정보시스템(Korea Forest Service, 2010a)과 국가표

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10b)을 사용하였다.

식생유형분류는 대별종군과 식별종군의 용이한 파악을 

위하여 PC-ORD v5.1 프로그램을 통해 Hill(1979)의 

TWINSPAN (Two-Way Indicator Species Analysis)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Ellenberg(1956)의 표조작법(tabulation 

method)에 따라 여러 단계의 표조작 과정을 거쳐 상재도

로 나타낸 식별표를 작성하여 군락유형과 식생단위를 결

정하였다(Müller-Dombois and Ellenberg, 2002).

Curtis와 McIntosh(1951)가 고안한 중요치(Importance 

value, IV)는 산림 군집을 이루는 구성종 간에 생태적 중요

도 또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이다(Brower 

and Zar, 1977). 중요치는 [상대밀도(Relative density, RD) 

+상대피도(Relative coverage, RC)+상대빈도(Relative 

frequency, RF)]/3으로 산출하여 식생단위에 따라 층위별 

주요 구성종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층위에 생육하고 있는 수종들의 개체크기를 고려하여 교

목층 3, 아교목층 2, 관목층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하는 평균상대우점치(Mean Importance Percentage, 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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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고(Yim et al., 1980), 초본층을 추가적으로 

0.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상대우점치를 산출하였다.

Ordination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조사지역의 식생과 

입지환경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

기 위해 CCA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CCA 분석은 PC-ORD v5.1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식물사회학적 식생유형분류를 통해 분류된 3

개 식생단위를 대상으로 Main matrix를 각 3개 식생단위

의 구성종을 입력하고, Second matrix는 조사지에서 기록

한 해발고, 방위, 경사도, 노암율 등의 입지환경 정보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식물사회학적 군락유형 분류

설악산 대청봉일대 산림식생의 식생유형분류체계는 분

비나무군락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분비나무군락은 눈잣

나무군, 만병초군, 바디나물군의 3개 군으로 분류되었고, 

방형구 식생단위로는 총 3개의 유형이 구분되었다(Table 

1). 종군유형으로는 1∼4의 식별종군 외에 종군 5와 6의 

2개 유형과 종군 7의 수반종군 유형으로 구분되어 총 7

개의 종군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대별종군을 살펴보면, 종

군 1 (눈잣나무)과 종군 6 (자주솜대), 종군 4 (바디나물)

와 종군 5 (눈측백)로 2개 대별종군이 각각 나타났다. 종

군 1의 분비나무군락의 표징종과 식별종은 분비나무, 잣

나무,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마가목, 미역줄나무, 나래회

나무, 시닥나무, 실새풀, 당단풍나무, 대사초, 피나무, 털

진달래, 모시대, 박새, 두루미꽃, 얼레지, 곰취, 도라지모

시대, 미역취, 가는잎그늘사초, 풀솜대, 노루오줌, 털개회

나무 등 24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종군 5의 눈측백 식

별종군 구성종은 눈측백, 분취, 철쭉, 뱀톱 등 4종, 종군 

6의 자주솜대 식별종군 구성종은 자주솜대, 부게꽃나무, 

송이풀, 족도리풀, 함박꽃나무, 큰개별꽃, 지리대사초, 나

래박쥐나물, 삿갓나물, 당분취, 어수리 등 11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1) 식생단위 1 (눈잣나무군)

본 식생단위는 8개의 방형구로, 분비나무군락에서 종

군 2의 눈잣나무, 산앵도나무, 참조팝나무, 금마타리, 땃

두릅나무, 산오이풀, 호랑버들, 노루귀, 참꽃마리의 식별

종 출현에 의해 눈잣나무군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종군 

5의 눈측백 식별종군을 하나의 단위로 할 경우 눈측백 

식별종군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다. 본 단위는 종군 1, 

종군 2, 종군 5의 식별종은 출현하고 있는 반면, 종군 3, 

종군 4, 종군 6의 식별종은 출현하지 않았다. 평균 출현

종수는 23.9종으로 나타났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분비나무, 잣나무, 사스래나무, 미역줄나무, 실새풀, 털진달

래, 두루미꽃, 가는잎그늘사초, 눈잣나무, 홀아비바람꽃, 철

쭉 등 11종이 나타났고, 상재도가 Ⅳ 이상의 광역분포특징

을 보이는 종은 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미역줄나무, 나래회

나무, 시닥나무, 실새풀, 털진달래 등 7종이 각각 나타났다.

무생물적 환경요인은 평균 해발고 1,568.4 m, 평균 경

사도 18.3°, 평균 노암율 35.6%로 나타났으며, 생물적 환

경요인은 층위별 평균 식피율 교목층 63.3%, 아교목층 

32.5%, 관목층 59.4%, 초본층 35%로 나타났다. 평균 수

고는 각각 교목층 9.2 m, 아교목층 5.1 m, 관목층 1.8 m, 

초본층 0.5 m로 나타났으며, 평균 DBH는 각각 교목층 

32.7 cm, 아교목층 11.2 cm, 관목층 2.3 cm로 나타났다. 

2) 식생단위 2 (만병초군)

본 식생단위는 12개의 방형구로, 분비나무군락에서 종

군 3의 만병초, 가는잎족제비고사리, 인가목의 식별종 출

현에 의해 만병초군으로 구분되었다. 한편, 종군 5의 눈

측백 식별종군을 하나의 단위로 할 경우 눈측백 식별종

군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으며, 종군 6의 자주솜대 식

별종군을 하나의 단위로 할 경우 자주솜대 식별종군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다. 본 단위는 종군 1, 종군 3, 종

군 5, 종군 6의 식별종은 출현하고 있는 반면, 종군 2, 종

군 4의 식별종은 출현하고 있지 않았다. 평균 출현종수는 

30.1종으로 나타났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

은 분비나무, 잣나무,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미역줄나무, 

당단풍나무, 털진달래, 박새, 두루미꽃, 가는잎그늘사초, 

눈측백, 철쭉, 자주솜대, 족도리풀, 지리대사초, 풀솜대 

등 16종이 나타났고, 상재도가 Ⅳ 이상의 광역분포특징

을 보이는 종은 분비나무, 잣나무, 사스래나무, 마가목, 

미역줄나무, 나래회나무, 시닥나무, 실새풀, 당단풍나무, 

대사초, 털진달래, 두루미꽃, 만병초, 가는잎족제비고사

리, 철쭉, 자주솜대, 송이풀 등 18종이 각각 나타났다.

무생물적 환경요인은 평균 해발고 1,528.8 m, 평균 경

사 16.7°, 평균 노암율 44.5%로 나타났으며, 생물적 환경

요인은 층위별 평균 식피율 교목층 70.0%, 아교목층 

38.3%, 관목층 61.3%, 초본층 40.4%로 나타났다. 평균 

수고는 각각 교목층 10.9 m, 아교목층 6.1 m, 관목층 2.3 m, 

초본층 0.5 m로 나타났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각각 교목

층 36.7 cm, 아교목층 12.8 cm, 관목층 3.1 cm로 나타났다. 

 

3) 식생단위 3 (바디나물군)

본 식생단위는 11개의 방형구로, 분비나무군락에서 종



135설악산 대청봉일대 산림식생의 식물사회학적 군락유형 및 관속 식물상 특성

군 4의 바디나물, 참나물, 홀아비바람꽃, 터리풀, 이질풀, 

투구꽃, 쥐손이풀, 말나리, 동자꽃, 서덜취, 오리방풀, 과

남풀, 검은종덩굴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서 바디나물군으

로 구분되었다. 종군 6의 자주솜대 식별종군을 하나의 단

위로 할 경우 자주솜대 식별종군의 하위단위로도 볼 수 

있다. 본 단위는 종군 1, 종군 4, 종군 6의 식별종은 출현

하고 있었으며, 종군 2, 종군 3, 종군 5의 식별종은 출현

하고 있지 않았다. 평균 출현종수는 40종으로 3개의 식

생단위 중에서 가장 높았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

은 분비나무, 잣나무,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미역줄나무, 

대사초, 당단풍나무, 털진달래, 박새, 두루미꽃, 얼레지, 

철쭉, 자주솜대, 지리대사초, 풀솜대, 귀룽나무 등 17종이 

나타났고, 상재도가 Ⅳ 이상의 광역분포특징을 보이는 

종은 분비나무, 잣나무, 사스래나무, 마가목, 미역줄나무, 

나래회나무, 시닥나무, 실새풀, 당단풍나무, 대사초, 모시

대, 박새, 두루미꽃, 얼레지, 곰취, 도라지모시대, 미역취, 

바디나물, 참나물, 자주솜대, 송이풀, 족도리풀 등 22종이 

각각 나타났다.

무생물적 환경요인은 평균 해발고 1,543.8 m, 평균 경사 

11.4°, 평균 노암율 19.4%로 나타났으며, 생물적 환경요인

은 층위별 평균 식피율 교목층 63.5%, 아교목층 30.5%, 

관목층 47.7%, 초본층 62.7%로 나타났다. 평균 수고는 각

각 교목층 11.5 m, 아교목층 6.8 m, 관목층 2.2 m, 초본층 

0.5 m로 나타났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각각 교목층 37.3 ㎝, 

아교목층 14.8 cm, 관목층 3.1 cm로 나타났다. 

Community A

Group a b c

Vegetation Unit 1 2 3

Altitude (m) 1,568.4 1,528.8 1,543.8

Slope degree (°) 18.3 16.7 11.4

Bare rock (%) 35.6 44.5 19.4

Coverage (%) tree layer 63.3 70.0 63.5

subtree layer 32.5 38.3 30.5

shrub layer 59.4 61.3 47.7

herb layer 35.0 40.4 62.7

Height (m) tree layer 9.2 10.9 11.5

subtree layer 5.1 6.1 6.8

shrub layer 1.8 2.3 2.2

herb layer 0.5 0.5 0.5

흉고직경 (cm) tree layer 32.7 36.7 37.3

subtree layer 11.2 12.8 14.8

shrub layer 2.3 3.1 3.1

The number of present species 23.9 30.1 40.0

Relevé 8.0 12.0 11.0

1. Character species and differential species of Abies nephrolepis community;

Abies nephrolepis (분비나무) Ⅴ13 Ⅴ15 Ⅴ+3

Pinus koraiensis (잣나무) Ⅲ+4 Ⅴ15 Ⅴ14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Ⅲ12 Ⅱ+3 Ⅲ+5

Betula ermanii (사스래나무) Ⅳ13 Ⅴ13 Ⅴ15

Sorbus commixta (마가목) Ⅱ+1 Ⅳ12 Ⅳ12

Tripterygium regelii (미역 나무) Ⅳ13 Ⅳ+4 Ⅴ+4

Euonymus macropterus (나래회나무) Ⅳ+2 Ⅴ+2 Ⅴ+1

Acer komarovii (시닥나무) Ⅳ+2 Ⅴ+2 Ⅴ+2

Calamagrostis arundinacea (실새풀) Ⅴ14 Ⅳ+2 Ⅴ14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Ⅲ+2 Ⅳ+3 Ⅳ13

Carex siderosticta ( 사 ) Ⅲ+1 Ⅳ+2 Ⅴ14

Tilia amurensis (피나무) Ⅱ+2 Ⅲ+2 Ⅱ+2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털진달래) Ⅳ14 Ⅴ+3 Ⅱ24

Table 1. Constancy table of forest vegetation in Mt. Seo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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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A

Group a b c

Vegetation Unit 1 2 3

Adenophora remotiflora (모시 ) Ⅲ+1 Ⅱ++ Ⅳ+1

Veratrum oxysepalum (박새) Ⅱ++ Ⅲ+3 Ⅴ24

Maianthemum bifolium (두루미꽃) Ⅱ14 Ⅳ+4 Ⅴ+3

Erythronium japonicum (얼 지) Ⅱ+1 Ⅲ+2 Ⅴ+3

Ligularia fischeri (곰취) Ⅱ11 Ⅲ+1 Ⅴ+1

Adenophora grandiflora (도라지모시 ) Ⅱ++ Ⅲ++ Ⅴ+1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미역취) Ⅱ++ Ⅲ+2 Ⅴ+1

Carex humilis var. nana (가는잎그늘사 ) Ⅲ+3 Ⅱ+3 Ⅲ12

Smilacina japonicum (풀솜 ) Ⅱ+1 Ⅱ+3 Ⅲ+3

Astilbe rubra (노루오 ) Ⅱ++ Ⅱ+1 Ⅱ+1

Syringa patula (털개회나무) Ⅱ+1 Ⅱ+1 Ⅱ++

2. Differential species of Pinus pumila group;

Pinus pumila ( 잣나무) Ⅲ24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산앵도나무) Ⅲ+1 Ⅰrr

Spiraea fritschiana (참조팝나무) Ⅲ+1

Patrinia saniculifolia ( 마타리) Ⅱ+1

Oplopanax elatus (땃두릅나무) Ⅱ++

Sanguisorba hakusanensis (산오이풀) Ⅱ11

Salix caprea (호랑버들) Ⅱ++

Hepatica asiatica (노루귀) Ⅱ+2 Ⅰ++

Trigonotis radicans var. sericea (참꽃마리) Ⅱ+1 Ⅰ++

3. Differential species of Rhododendron brachycarpum group;

Rhododendron brachycarpum (만병 ) Ⅴ+2

Dryopteris chinensis (가는잎족제비고사리) Ⅴ+1 Ⅰ++

Rosa acicularis (인가목) Ⅰ++ Ⅲ+2 Ⅰ+1

4. Differential species of Angelica decursiva group;

Angelica decursiva (바디나물) Ⅰ++ Ⅴ+1

Pimpinella brachycarpa (참나물) Ⅰ++ Ⅳ+1

Anemone koraiensis (홀아비바람꽃) Ⅰ33 Ⅲ+2

Filipendula glaberrima (터리풀) Ⅲ+2

Geranium thunbergii (이질풀) Ⅲ+1

Aconitum jaluense (투구꽃) Ⅲ+1

Geranium sibiricum (쥐손이풀) Ⅰ++ Ⅲ++

Lilium distichum (말나리) Ⅰrr Ⅰ++ Ⅲ++

Lychnis cognata (동자꽃) Ⅱ+1

Saussurea grandifolia (서덜취) Ⅱ+1

Isodon excisus (오리방풀) Ⅱ+1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과남풀) Ⅱ++

Clematis fusca (검은종덩굴) Ⅱr+

5. Thuja koraiensis differential species group;

Thuja koraiensis ( 측백) Ⅱ++ Ⅲ14

Saussurea seoulensis (분취) Ⅱ+1 Ⅲ+1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 Ⅲ+5 Ⅳ+4 Ⅰ+3

Lycopodium serratum (뱀톱) Ⅱ++ Ⅲ+2

6. Smilacina bicolor differential species group;

Smilacina bicolor (자주솜 ) Ⅰ++ Ⅳ+3 Ⅳ+3

Acer ukurunduense (부게꽃나무) Ⅲ+1 Ⅱr1

Pedicularis resupinata (송이풀) Ⅰ11 Ⅴ+2 Ⅴ+1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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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A

Group a b c

Vegetation Unit 1 2 3

Asarum sieboldii (족도리풀) Ⅰ++ Ⅲr3 Ⅴ++

Magnolia sieboldii (함박꽃나무) Ⅰ22 Ⅲ+2 Ⅲ+2

Pseudostellaria palibiniana (큰개별꽃) Ⅱ++ Ⅲ+1

Carex okamotoi (지리 사 ) Ⅰ11 Ⅱ13 Ⅱ14

Parasenecio auriculatus var. kamtschatica (나래박쥐나물) Ⅱ+1 Ⅱ+1

Paris verticillata (삿갓나물) Ⅰ++ Ⅴr1 Ⅱ+1

Saussurea tanakae (당분취) Ⅰ++ Ⅱ+1

Heracleum moellendorffii (어수리) Ⅰ++ Ⅱ++

7. Companion species group ;

Ainsliaea acerifolia (단풍취) Ⅰ11 Ⅱ+2 Ⅲ12

Carex japonica (개 버리사 ) Ⅰ22 Ⅱ14 Ⅱ23

Prunus padus (귀룽나무) Ⅰ22 Ⅱ13

Athyrium yokoscense (뱀고사리) Ⅱ++ Ⅱ++ Ⅱ+1

Angelica gigas (참당귀) Ⅰ+1 Ⅱ+1

Berberis amurensis (매발톱나무) Ⅰ11 Ⅰ++ Ⅱ+1

Aster scaber (참취) Ⅰ++ Ⅰ++ Ⅱ+1

Saussurea gracilis (은분취) Ⅰ++ Ⅱ+1

Deparia conilii (좀진고사리) Ⅱ++ Ⅱ++ Ⅱ++

Osmunda japonica (고비) Ⅰ++ Ⅰ++ Ⅱ++

Cimicifuga simplex (촛 승마) Ⅱ++ Ⅲr1

Paeonia japonica (백작약) Ⅰ11 Ⅰ++ Ⅰr+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백당나무) Ⅱ+2 Ⅰ11

Lonicera sachalinensis (홍괴불나무) Ⅰ11 Ⅱ+2 Ⅰ11

Malus baccata (야 나무) Ⅰ++ Ⅰ11

Dryopteris crassirhizoma ( ) Ⅰ++ Ⅰ11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딱총나무) Ⅰ11

Aconitum pseudolaeve (진범) Ⅰ11

Carex ciliatomarginata (털 사 ) Ⅰ11 Ⅰ11

Acer pictum subsp. mono (고로쇠나무) Ⅰ++ Ⅰ11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여로) Ⅰ++ Ⅰ11

Clematis fusca var. coreana (요강나물) Ⅰ+2

Synurus excelsus (큰수리취) Ⅰ11 Ⅰ+1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산꿩의다리) Ⅰ++ Ⅰ++ Ⅰ+1

Primula jesoana (큰앵 ) Ⅰ++ Ⅰ+1

Dryopteris varia (족제비고사리) Ⅱ++ Ⅰ+1

Thelypteris phegopteris (가래고사리) Ⅱ++ Ⅱ+1 Ⅰ++

Clintonia udensis (나도옥잠화) Ⅰ++ Ⅱ++ Ⅰ++

Trillium kamtschaticum (연 ) Ⅰrr Ⅰ++

Kalopanax septemlobus (음나무) Ⅰrr Ⅰ++

Taxus cuspidata (주목) Ⅰ+3 Ⅰ++

Pseudostellaria coreana (참개별꽃) Ⅰ++ Ⅰ++

Viola rossii (고깔제비꽃) Ⅰ++ Ⅰ++

Syringa wolfii (꽃개회나무) Ⅰ++ Ⅰ++

Viola orientalis (노랑제비꽃) Ⅱ++ Ⅰ++ Ⅰ++

Deutzia glabrata (물참 ) Ⅰ11 Ⅰ++

Taxus caespitosa (설악 주목) Ⅱ12 Ⅰ33

Carex lanceolata (그늘사 ) Ⅱ22 Ⅰ12

Lycopodium annotinum (개석송) Ⅰ++ Ⅰ++

Sedum polytrichoides (바 채송화) Ⅰ++ Ⅰ++

Bistorta manshuriensis (범꼬리) Ⅰ++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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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A

Group a b c

Vegetation Unit 1 2 3

Clematis heracleifolia (병조희풀) Ⅰ++

Athyrium niponicum (개고사리) Ⅰ++

Bupleurum longeradiatum (개시호) Ⅰ++

Parasenecio adenostyloides (게박쥐나물) Ⅰ++

Philadelphus schrenkii (고 나무) Ⅰ++

Cirsium setidens (고려엉겅퀴) Ⅰ++

Oxalis corniculata (괭이밥) Ⅰ++

Streptopus ovalis ( 강애기나리) Ⅰ++

Viola diamantiaca ( 강제비꽃) Ⅰ++

Rubia akane (꼭두서니) Ⅰ++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꿩의다리) Ⅰ++

Spiraea miyabei (덤불조팝나무) Ⅰ++

Anemone narcissiflora (바람꽃) Ⅰ++

Weigela florida (붉은병꽃나무) Ⅰ++

Lycopus lucidus (쉽싸리) Ⅰ++

Polystichum tripteron (십자고사리) Ⅰ++

Corydalis ambigua (왜 호색) Ⅰ++

Polystichum braunii (좀나도히 미) Ⅰ++

Plantago asiatica (질경이) Ⅰ++

Angelica cartilagino-marginata (처녀바디) Ⅰ++

Vicia venosa var. albiflora (큰네잎갈퀴) Ⅰ++

Viola albida (태백제비꽃) Ⅰ++

Galium trachyspermum (네잎갈퀴) Ⅰ++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 개승마) Ⅰ++

Ulmus davidiana (당느릅나무) Ⅰ++

Parasenecio auriculatus var. matsumurana (박쥐나물) Ⅰ++

Corydalis remota ( 호색) Ⅰ++

Viburnum koreanum (배암나무) Ⅰ++

Galium verum var. asiaticum (솔나물) Ⅰ++

Viburnum wrightii (산가막살나무) Ⅰ++

Acer tegmentosum (산겨릅나무) Ⅰ++

Prunus sargentii (산벚나무) Ⅰ++

Carex dispalata (삿갓사 ) Ⅰ++

Synurus deltoides (수리취) Ⅰ++

Cimicifuga heracleifolia (승마) Ⅰ++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양지꽃) Ⅰ++

Schisandra chinensis (오미자) Ⅰ++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바 떡풀) Ⅰ++

Saxifraga stolonifera (바 취) Ⅰ++

Lonicera caerulea var. edulis (댕댕이나무) Ⅰ11

Alnus mandshurica (덤불오리나무) Ⅰ22

Saxifraga oblongifolia (참바 취) Ⅰ++

Actinidia polygama (개다래) Ⅰ++

Carpinus cordata (까치박달) Ⅰ11

Potentilla dickinsii (돌양지꽃) Ⅰ++

Viola collina (둥근털제비꽃) Ⅰ++

Weigela subsessilis (병꽃나무) Ⅰ11

Dendranthema sichotense (바 구 ) Ⅰ++

Allium thunbergii (산부추) Ⅰ++

Clematis koreana (세잎종덩굴) Ⅰrr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잔 ) Ⅰ11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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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Scientific name (Korean name)
　 Layer

MIP
　 T ST S H

1 Pinus koraiensis (잣나무) 46.7 8.3 - 0.6 24.1

Abies nephrolepis (분비나무) 26.1 32.9 7.4 3.5 23.6

Betula ermanii (사스래나무) 6.0 22.0 5.5 0.6 10.5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12.1 10.9 1.2 - 9.1

Tilia amurensis (피나무) 9.1 10.9 - 0.3 7.6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털진달래) - - 19.4 3.3 3.2

Acer komarovii (시닥나무) - 6.8 5.8 2.9 3.2

Pinus pumila ( 잣나무) - - 14.7 3.3 2.5

Table 2. Importance value of major species for fore layers in vegetation unit.

2. 중요치

설악산 대청봉일대를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구분된 3개 식생단위를 기준으로 층위별 종조성 측면에

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교목층(Tree layer, 

T), 아교목층(Subtree layer, ST), 관목층(Shrub layer, S), 

초본층(Herb layer, H) 등의 4개 층위로 구분하여 중요치

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응용한 평균상대우점치를 산출하

여 종의 점유정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1) 식생단위 1 (눈잣나무군)

식생단위 1의 평균상대우점치는 잣나무가 24.1%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비나무 23.6% 사스래나무 10.5%, 

신갈나무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층 중요치는 

잣나무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분비

나무 26.1%, 신갈나무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

교목층 중요치는 분비나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사스래나무 22%, 신갈나무 10.9%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관목층 중요치는 털진달래 19.4%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외에 눈잣나무 14.7%, 철쭉 12.7%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초본층 중요치는 실새풀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두루미꽃 7.5%, 미열줄나무 

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잣나무는 교목층 46.7%, 아교목층 8.3%, 초본층 0.6%로 

나타났으며, 분비나무는 교목층 26.1%, 아교목층 32.9%, 관

목층 7.4%, 초본층 3.5%, 사스래나무는 교목층 6%, 아교목

층 22%, 관목층 5.5%, 초본층 0.6%, 신갈나무는 교목층 

12.1%, 아교목층 10.9%, 초본층 0.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식생단위 2 (만병초군)

식생단위 2의 평균상대우점치는 잣나무가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비나무 20.8%, 사스래나무 10.5%, 마

가목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층 중요치는 잣나무

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비나무 24%, 사스래

나무 9.8%, 신갈나무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교목

층 중요치는 분비나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

스래나무 18.5%, 마가목 13.9%, 시닥나무 12.4%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관목층 중요치는 철쭉 12.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분비나무 11.5%, 털진달래 11.3%, 만병초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본층 중요치는 두루미꽃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눈측백 5.2%, 나래회나무 3.7%, 만

병초 3.1%, 분비나무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잣나무는 교목층 51.9%, 아교목층 5.7%, 관목층 2.6%, 

초본층 0.9%로 나타났으며, 분비나무는 24%, 아교목층 

25.1%, 관목층 11.5%, 초본층 3.1%, 사스래나무는 교목

층 9.8%, 아교목층 18.5%, 관목층 2%, 초본층 0.4%, 마

가목은 교목층 1.8%, 아교목층 13.9%, 관목층 2.8%, 초

본층 0.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3) 식생단위 3 (바디나물군)

식생단위 3의 평균상대우점치는 잣나무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비나무 16.4%, 사스래나무 13.5%, 신

갈나무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층 중요치는 잣나

무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분비나무 21.2%, 사

스래나무 17.9%, 신갈나무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교목층 중요치는 분비나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당단풍나무 17.7%, 사스래나무 14.9%, 시닥나무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목층 중요치는 미역줄나무 14.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털진달래 11.4%, 시닥나무 10%, 

당단풍나무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본층 중요치는 박

새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새풀 7.8%, 두루미꽃 

5.6%, 지리대사초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잣나무는 교목층 41.2%, 아교목층 8.8%, 관목층 2.6%, 

초본층 0.4%로 나타났으며, 분비나무는 교목층 24%, 아

교목층 25.1%, 관목층 11.5%, 초본층 3.1%, 사스래나무

는 교목층 9.8%, 아교목층 18.5%, 관목층 2%, 초본층 

0.4%, 마가목은 교목층 1.8%, 아교목층 13.9%, 관목층 

2.8%, 초본층 0.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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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Scientific name (Korean name)
　 Layer

MIP
　 T ST S H

1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 - - 12.7 1.3 2.1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 4.1 3.7 1.6 2.0

Tripterygium regelii (미역 나무) - - 8.7 6.7 1.9

Sorbus commixta (마가목) - 4.1 0.9 0.3 1.4

Calamagrostis arundinacea (실새풀) - - - 11.7 0.9

Euonymus macropterus (나래회나무) - - 2.8 3.3 0.7

Maianthemum bifolium (두루미꽃) - - - 7.5 0.6

Taxus caespitosa (설악 주목) - - 3.1 - 0.5

Spiraea fritschiana (참조팝나무) - - 1.2 1.3 0.3

Anemone koraiensis (홀아비바람꽃) - - - 2.6 0.2

Rosa acicularis (인가목) - - 0.9 0.3 0.2

Adenophora remotiflora (모시 ) - - - 1.6 0.1

Alnus mandshurica (덤불오리나무) - - - 1.4 0.1

Others (65 species) - - 12.0 45.8 5.4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2 Pinus koraiensis (잣나무) 51.9 5.7 2.6 0.9 26.2

Abies nephrolepis (분비나무) 24.0 25.1 11.5 3.1 20.8

Betula ermanii (사스래나무) 9.8 18.5 2.0 0.4 10.5

Sorbus commixta (마가목) 1.8 13.9 2.8 0.2 5.6

Acer komarovii (시닥나무) - 12.4 5.6 1.4 4.8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8.3 2.4 - 0.4 4.6

Tilia amurensis (피나무) 4.3 3.8 0.8 0.4 3.3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 7.2 6.6 0.4 3.2

Magnolia sieboldii (함박꽃나무) - 8.1 2.8 0.7 3.0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 - - 12.2 0.9 1.9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털진달래) - - 11.3 0.2 1.8

Rhododendron brachycarpum (만병 ) - - 8.4 3.1 1.5

Tripterygium regelii (미역 나무) - - 7.8 2.2 1.4

Acer ukurunduense (부게꽃나무) - 2.9 2.3 - 1.2

Thuja koraiensis ( 측백) - - 3.4 5.2 0.9

Euonymus macropterus (나래회나무) - - 3.5 3.7 0.8

Maianthemum bifolium (두루미꽃) - - - 8.8 0.7

Carex okamotoi (지리 사 ) - - - 3.3 0.3

Smilacina bicolor (자주솜 ) - - - 3.0 0.2

Viburnum koreanum (배암나무) - - 0.5 0.2 0.1

Rosa acicularis (인가목) - - 2.8 0.9 0.5

Others (64 species) - - 13.1 60.8 6.7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3 Pinus koraiensis (잣나무) 　 41.2 8.8 2.6 0.4 22.2

Abies nephrolepis (분비나무) 21.2 18.2 6.0 1.1 16.4

Betula ermanii (사스래나무) 17.9 14.9 4.1 - 13.5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11.8 5.0 1.0 0.1 7.1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 17.7 7.0 - 6.5

Acer komarovii (시닥나무) - 14.0 10.0 0.7 5.9

Sorbus commixta (마가목) 2.3 10.7 6.0 0.3 5.3

Tilia amurensis (피나무) 3.2 5.1 1.6 - 3.3

Tripterygium regelii (미역 나무) - - 14.3 2.7 2.4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털진달래) - - 11.4 0.3 1.8

Malus baccata (야 나무) - 1.9 2.0 - 0.9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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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CCA) ordination 

diagram showing vegetation units and major environmental 

variables (arrows) against the axis 1 and axis 2 (Cutoff R
2

= 0.100,

○: Abies nephrolepis community-Pinus pumila group ▲: Abies 

nephrolepis community-Rhododendron brachycarpum group △: 

Abies nephrolepis community-Angelica decursiva group).

Unit Scientific name (Korean name)
　 Layer

MIP
　 T ST S H

3 Veratrum oxysepalum (박새) - - - 11.2 0.9

Euonymus macropterus (나래회나무) - - 4.6 0.7 0.8

Calamagrostis arundinacea (실새풀) - - - 7.8 0.6

Maianthemum bifolium (두루미꽃) - - - 5.6 0.4

Lonicera sachalinensis (홍괴불나무) - - 2.0 0.1 0.3

Carex okamotoi (지리 사 ) - - - 4.1 0.3

Berberis amurensis (매발톱나무) - - 1.6 0.1 0.3

Rosa acicularis (인가목) - - 1.6 0.1 0.3

Syringa patula (털개회나무) - - 1.3 0.1 0.2

Smilacina bicolor (자주솜 ) - - - 2.6 0.2

Others (96 species) 2.3 3.7 22.8 61.7 10.5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2. Continued.

3. CCA ordination

식생단위와 환경요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CCA ordination 분석을 이용하여 설악산 대청봉 일대 31

개 조사구에서 5개소 이상에서 출현한 66종과 5개 환경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를 Axis 1/Axis 2 평면상에 나타내

었다(Figure 3). 식생단위 1 (분비나무군락-눈잣나무군)은 

해발고, 북향의 사면, 경사도, 노암율과는 다소 정의 상관

관계 분포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출현종수와는 부의 상관

관계 분포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식생단위 2 (분비

나무군락-만병초군)는 생물적 ․무생물적 환경인자와 뚜렷

한 정-부의 분포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식생단위 3 (분

비나무군락-바디나물군)은 식생단위 1 (분비나무군락-눈

잣나무군)과 반대의 분포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관속 식물상 특성

식생단위 1의 종조성 특성은 과(family)수준에서 백합과 

10분류군, 국화과 7분류군, 사초과 6분류군, 장미과․범의귀

과 5분류군 등으로 총 40과 86분류군이 나타났다. 산림청지

정 특산식물은 금마타리, 병꽃나무, 분취, 산앵도나무, 자주

솜대, 지리대사초, 홀아비바람꽃 7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희귀식물은 멸종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 CR) 눈잣나

무, 설악눈주목 2분류군, 위기종(Endangered Species, EN) 

땃두릅나무 1분류군, 취약종(Vulnerable, VU) 나도옥잠화, 

눈측백, 댕댕이나무, 백작약, 자주솜대 5분류군, 약관심종

(Least Concern, LC) 개석송, 금마타리, 말나리, 세잎종덩

굴, 홀아비바람꽃 5분류군,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 DD) 

도라지모시대 1분류군으로 총 14분류군이 나타났다.

식생단위 2의 종조성 특성은 과(family)수준에서 백합

과․국화과 9분류군, 장미과․사초과 6분류군, 미나리아재

비과․단풍나무과․인동과 4분류군 등으로 총 37과 85분류

군이 나타났다. 산림청지정 특산식물은 분취, 자주솜대, 

지리대사초, 참개별꽃 4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희귀식

물은 멸종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 CR) 설악눈주목 

1분류군, 취약종(Vulnerable, VU) 나도옥잠화, 눈측백, 백

작약, 자주솜대, 주목, 개석송 6분류군, 약관심종(Least 

Concern, LC) 꽃개회나무, 만병초, 말나리, 연영초 4분류

군,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 DD) 도라지모시대 1분류

군으로 총 12분류군이 나타났다.

식생단위 3의 종조성 특성은 과(family)수준에서 국화과 

12분류군, 백합과 11분류군, 미나리아재비과 9분류군, 장

미과 7분류군, 산형과 6분류군 등으로 총 44과 117분류군

이 나타났다. 산림청지정 특산식물은 고려엉겅퀴, 산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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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Korean name)
Vegetation unit

VU1 VU2 VU3

Aceraceae (단풍나무과) 3 4 4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1 - -

Araliaceae (두릅나무과) 1 1 1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1 1 1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1 1 2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1 1 2

Betulaceae (자작나무과) 3 1 1

Boraginaceae (지치과) 1 - 1

Campanulaceae (초롱꽃과) 3 2 2

Caprifoliaceae (인동과) 3 4 4

Caryophyllaceae (석죽과) - 2 3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2 2 2

Compositae (국화과) 7 9 12

Crassulaceae (돌나물과) 1 1 -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1 1 -

Cyperaceae (사초과) 6 6 5

Davalliaceae (넉줄고사리과) 1 1 1

Dennstaedtiaceae (잔고사리과) 1 1 1

Dryopteridaceae (면마과) 1 2 5

Ericaceae (진달래과) 3 3 3

Fagaceae (참나무과) 1 1 1

Fumariaceae (현호색과) - - 2

Gentianaceae (용담과) - - 1

Geraniaceae (쥐손이풀과) 1 - 2

Gramineae (벼과) 1 1 1

Labiatae (꿀풀과) - - 2

Leguminosae (콩과) - - 1

Liliaceae (백합과) 10 9 11

Lycopodiaceae (석송과) 2 2 -

Magnoliaceae (목련과) 1 1 1

Oleaceae (물푸레나무과) 1 2 2

Osmundaceae (고비과) 1 1 1

Oxalidaceae (괭이밥과) - - 1

Paeoniaceae (작약과) 1 1 1

Pinaceae (소나무과) 3 2 2

Plantaginaceae (질경이과) - - 1

Polygonaceae (마디풀과) - - 1

Primulaceae (앵초과) 1 - 1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4 4 9

Rosaceae (장미과) 5 6 7

Rubiaceae (꼭두서니과) - 1 2

Salicaceae (버드나무과) 1 - -

Saxifragaceae (범의귀과) 5 1 3

Schisandraceae (오미자과) - 1 -

Scrophulariaceae (현삼과) 1 1 1

Taxaceae (주목과) 1 2 1

Tiliaceae (피나무과) 1 1 1

Ulmaceae (느릅나무과) - - 1

Umbelliferae (산형과) 1 3 6

Valerianaceae (마타리과) 1 - -

Violaceae (제비꽃과) 2 2 4

Taxa 86 85 117

Table 3. The Family taxonomic numbers of vascular plants.

나무, 요강나물, 자주솜대, 지리대사초, 진범, 참개별꽃, 

홀아비바람곷 8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희귀식물은 위기

종(Endangered Species, EN) 바람꽃 1분류군, 취약종

(Vulnerable, VU) 나도옥잠화, 백작약, 자주솜대, 주목 4분

류군, 약관심종(Least Concern, LC) 게박쥐나물, 과남풀, 금

강애기나리, 금강제비꽃, 꽃개회나무, 말나리, 연영초, 태백

제비꽃, 홀아비바람꽃 9분류군,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 

DD) 도라지모시대 1분류군으로 총 15분류군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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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Korean name) VU1 VU2 VU3 Categories

Pinus pumila ( 잣나무) ○ - - CR

Taxus caespitosa (설악 주목) ○ ○ - CR

Oplopanax elatus (땃두릅나무) ○ - - EN

Anemone narcissiflora (바람꽃) - - ○ EN

Clintonia udensis (나도옥잠화) ○ ○ ○ VU

Thuja koraiensis ( 측백) ○ ○ - VU

Lonicera caerulea var. edulis (댕댕이나무) ○ - - VU

Paeonia japonica (백작약) ○ ○ ○ VU

Smilacina bicolor (자주솜 ) ○ ○ ○ VU

Taxus cuspidata (주목) - ○ ○ VU

Lycopodium annotinum (개석송) ○ ○ - LC

Parasenecio adenostyloides (게박쥐나물) - - ○ LC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과남풀) - - ○ LC

Streptopus ovalis ( 강애기나리) - - ○ LC

Viola diamantiaca ( 강제비꽃) - - ○ LC

Patrinia saniculifolia ( 마타리) ○ - - LC

Syringa wolfii (꽃개회나무) - ○ ○ LC

Rhododendron brachycarpum (만병 ) - ○ - LC

Lilium distichum (말나리) ○ ○ ○ LC

Clematis koreana (세잎종덩굴) ○ - - LC

Trillium kamtschaticum (연 ) - ○ ○ LC

Viola albida (태백제비꽃) - - ○ LC

Anemone koraiensis (홀아비바람꽃) ○ - ○ LC

Adenophora grandiflora (도라지모시 ) ○ ○ ○ DD

Taxa 14 12 15 24

Table 4. The list of rare plants.

Scientific name (Korean name) VU1 VU2 VU3

Cirsium setidens (고려엉겅퀴) - - ○

Saussurea seoulensis (분취) ○ ○ -

Patrinia saniculifolia (금마타리) ○ - -

Clematis fusca var. coreana (요강나물) - - ○

Aconitum pseudolaeve (진범) - - ○

Anemone koraiensis (홀아비바람꽃) ○ - ○

Smilacina bicolor (자주솜대) ○ ○ ○

Carex okamotoi (지리대사초) ○ ○ ○

Pseudostellaria coreana (참개별꽃) - ○ ○

Weigela subsessilis (병꽃나무) ○ - -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산앵도나무) ○ - ○

Taxa 7 4 8

Table 5. The list of Korean endemic plants.

고  찰
 

설악산 대청봉 일대의 산림식생에 대하여 식물사회학

적으로 식생유형을 분류한 결과, 최상위 수준에서 분비

나무군락으로 분류 되었으며, 군단위에서는 눈잣나무군, 

만병초군, 바디나물군으로 3개의 군으로 세분화 되었다. 

방형구 식생단위로는 총 3개의 식생단위로 분류되었다. 

또한 종군유형으로는 1∼4의 식별종군 외에 종군 5와 6

의 2개 유형과 종군 7의 수반종군 유형으로 구분되어 총 

7개의 종군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대별종군을 살펴보면, 종군 1 (눈잣나무)과 종군 6 (자

주솜대), 종군 4 (바디나물)와 종군 5 (눈측백)로 2개 대

별종군이 각각 나타났다. 대별종군 각각의 식생단위는 

종군 5 (눈측백)는 식생단위 1-2이며, 종군 6 (자주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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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생단위 2-3이다.

눈측백 식별종군의 식생단위 1-2는 20개의 방형구로 

평균 출현종수는 27.6종으로 나타났다. 무생물적 입지환

경은 평균 해발고 1,544.6 m, 평균 경사 17.3°, 평균 노암

율 40.8%로 나타났으며, 생물적 환경요인은 층위별 평균 

식피율은 교목층 67.8%, 아교목층 36.4%, 관목층 60.5%, 

초본층 38.3%로 나타났다. 평균 수고는 각각 교목층 10.3 

m, 아교목층 5.8 m, 관목층 2.1 m, 초본층 0.5 m로 나타

났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각각 교목층 35.3 cm, 아교목층 

12.3 cm, 관목층 2.8 cm로 나타났다. 본 단위의 특징적인 

환경요인은 경사도 17.3%, 노암율 40.8%로 식생단위 3의 

경사도 11.4%, 노암율 19.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Hwang et al.(2014)의 눈측백 우점개체군이 다른 우

점개체군 보다 상대적으로 노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며, 분비나무, 마가목 등이 함께 출현하는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식생단위 3의 평균 해발고 

1,543.8 m로 식생단위 1-2와 비슷한 평균 해발고에 위치

하고 있지만 미소한 입지환경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

어 지며, 그에 따른 구성종의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자주솜대 식별종군의 식생단위 2-3은 23개의 방형구로 

평균 출현종수는 34.8종으로 나타났다. 무생물적 입지환

경은 평균 해발고 1,536 m, 평균 경사 14.1°, 평균 노암율 

33.9%로 나타났으며, 생물적 환경요인은 층위별 평균 식

피율은 교목층 67%, 아교목층 34.8%, 관목층 54.8%, 초

본층 51.1%로 나타났다. 평균 수고는 각각 교목층 11.2 

m, 아교목층 6.4 m, 관목층 2.2 m, 초본층 0.5 m로 나타

났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각각 교목층 37 cm, 아교목층 

13.7 cm, 관목층 3.1 cm로 나타났다. 본 단위는 식생단위 

1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식피율 ․ 평균 수고 ․ 평균 흉고

직경의 생물적 환경요인에 따른 차이가 구분되어 졌다. 

이는 구성종의 집합과 생육이 바람, 수분 균형, 토양 입

자 및 기타 물리적 요인에 따라 국소적인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생단위 1의 특징적인 요소 중 평균 고도가 1,568.4 m

로 눈잣나무의 수직적 분포 하한계선인 약 1,500 m 이상

에 포함되며(Kong, 2000), 다른 특징적인 요소로는 평균

경사 18.3°, 평균 노암율 35.6%, 평균 출현종수 23.9종으

로 식생단위 3의 환경인자와 비교 하였을 때 평균경사와 

평균노암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눈잣나무군의 분포 범위

가 중청에서 대청을 잇는 능선부 남사면에 경사가 급하

고 암석이 나출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었다. 또한 평균 출현종수는 식생단위 2와 식생단

위 3에 비해 낮았는데 눈잣나무군 서식지가 바람이 강하

게 불어 닥치는 풍충지(風衝地)에 위치하고 있어 왜림(矮

林)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환경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북방계 식물인 눈잣나

무 집단은 격리분포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라 그 분포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Park et al., 2014), 개

체군 및 군집 수준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에 의한 본 단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생단위 2의 특징적인 요소 중 교목층 평균 

식피율이 70%로 다른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조사지의 교목층에서 잣나무 개체군이 

가장 우세한 곳 이었다. 하지만 잣나무 개체군의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단위 3에

서 특징적인 요소는 평균 흉고직경 37.3 cm, 평균수고 

11.5 m로 식생단위 1과 식생단위 2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한 초본층 평균 식피율이 62.7%로 높았으며 평균 출현

종수가 40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식생단위 1과 식

생단위 2에 비해 경사도와 노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

리적 환경요소를 가지고 있어 생육조건이 양호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Yun et al.(2011)의 우리나라 군락형 분류에 의하면 분

비나무군락형은 두루미꽃, 지리강활, 박새, 나래박쥐나물 

등의 고산성식물인 다년생 초본이 같이 출현하고, 식생

분류체계에 따라 아고산생태형은 고산대 및 아고산대에 

격리 분포하고 있는 식별종들에 의해 분류된 연구결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루미꽃, 박새, 나래박쥐나물 등의 

고산성식물인 다년생 초본과 고산대 및 아고산대에 격리 

분포하고 있는 분비나무, 땃두릅나무, 눈측백, 설악눈주

목, 덤불오리나무, 바람꽃, 범꼬리 등이 출현하고 있어 

Yun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또한, 

McLaren and Turkington(2013)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북부침엽수림의 상층 우점종은 속(genus)수준

에서 Picea․Larix․Abies 그리고 Pinus에 의해 구성되어 나

타나고 관목층의 활엽수종으로 Salix․Betula․Populus 그리

고 Alnus 속(genus)이 구성되어 나타나는 연구결과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Abies nephrolepis(분비나무), Pinus 

koraiensis(잣나무), Betula ermanii(사스래나무), Salix 

caprea(호랑버들), Alnus mandshurica(덤불오리나무) 등

이 출현하고 있어 McLaren and Turkington(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비나무, 눈잣나무, 만병초

는 식별 및 대별종군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이들 수종의 

분포 및 입지환경적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비

나무는 아한대 표징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 주 

산계를 따라 주로 해발 1,300 m 이상에 분포하고 있지만 

설악산의 경우 대청봉 남동사면의 해발 1,000 m에서부터 

나타나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다(Kong, 2004; Y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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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수분과 기온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여 해발 

1,300 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생존한 개체보다 고사

한 개체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Chun et al., 2010; Lee, 

2013). 군락의 계층구조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

본층 등 3∼4층을 이루며 비옥한 곳에서는 치수갱신이 

원활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Lee, 2013; 

Lee et al., 2014). 우리나라의 눈잣나무 집단은 설악산에

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남방 분포한계선에 해당되며 유전

자원의 보전가치가 높다(Hong, 2004). 만병초는 우리나

라의 울릉도와 백두대간을 따라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

으며 약초나 나물로 쓰임새가 있어 인간에 의해 무분별

하게 채취되어져 그 서식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

이다(Lee, 2003; Lee and Shim, 2011; Yun, 2016). 따라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들 수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식생단

위를 고려한 군집생태학적 접근과 개체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중요치를 이용하여 층위별 구성종의 정량적인 생태적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아고산대의 특징적인 기후와 연중 

강한 바람에 의해 단풍나무류, 신갈나무 등 낙엽활엽수

가 우점하지 못하고 잣나무와 분비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높은 평균상대우점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요 침엽수종 

중 잣나무는 각 식생단위의 교목층에서 VU1 46.7%, 

VU2 51.9%, VU3 41.2%로 높게 나타났지만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에서 중요치가 매우 낮게 나타나거나 출

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면 분비나무는 아교목층, 관목

층, 초본층 등의 3개 층위에서 중요치가 잣나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사지 일대는 분비나무 개체군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Song and Yun 

(2006)의 잣나무 개체가 하층으로 갈수록 중요치가 낮아

지고 분비나무는 하층에서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식생단위 1의 주요 경쟁수종인 잣나무와 분비나무의 

평균상대우점치는 잣나무 24.1, 분비나무 23.6으로 두 수

종간의 우점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층

위별 중요치에서 하층의 주요 경쟁수종을 살펴보면 분비

나무는 아교목층 32.9, 관목층 7.4, 초본층 3.5로, 잣나무

는 아교목층 8.3, 초본층 0.6으로 나타났다. 층위별로 구

분하였을 때 분비나무는 잣나무에 비해 치수갱신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생단위 2의 주요 경쟁수종인 잣나무와 분비나무의 

평균상대우점치는 잣나무 26.2, 분비나무 20.8로 본 단위

에서는 당분간 잣나무가 우세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

러나 층위별 중요치로 보았을 때 잣나무는 교목층에서 

51.9로 높게 나타났지만 아교목층 5.7, 관목층 2.6, 초본

층 0.9로, 분비나무 교목층 24.0, 아교목층 25.1, 관목층 

11.5, 초본층 3.1로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분비나무와 같은 경쟁수종에 밀려 

천이(succession)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생단위 3의 주요 경쟁수종인 잣나무와 분비나무의 

평균상대우점치는 잣나무 22.2, 분비나무 16.4로 당분간 

잣나무와 분비나무의 경쟁이 유효하겠지만 다른 수종의 

우점치도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특히 식생단

위 3은 다른 식생단위에 비해 관목층에서 미역줄나무의 

중요치가 14.3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상층수관을 형성하

고 있는 수종을 고사시키는 다양한 교란(disturbance)에 

의해 식생단위 3의 임분(stand) 내 숲 틈(gap)의 공간이 

넓어져 호광성의 덩굴성 수종인 미역줄나무의 생육공간

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미역줄

나무의 확장은 하층에 출현하고 있는 교목성․아교목성 수

종들의 피압을 야기하고 있었다. 덩굴성 식물은 자연적 

교란 또는 인위적 교란 이후에 숲의 천이 과정에서 선구

수종으로서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임연부나 

숲 틈에서 다른 수종과 광선 및 영양분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덩굴성 식물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산림이 단

순화되어 구조적 악화를 초래 할 수 있다(Laurance et al., 

2001). 따라서 식생단위 3의 식생구조 보존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기후변화, 숲내 각종 교란, 숲 틈(gap)의 확산속

도, 덩굴성 개체군 동태 등의 파악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CCA ordination 분석 결과 해발고로 보면 눈잣나무군

과 바디나물군이 만병초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출현종수로 보면 바디나물군이 눈잣나무군

과 만병초군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광

환경, 지위지수(비옥도) 등의 입지환경이 다른 식생단위 

보다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생단위와 

환경인자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해발고(온도구배)가 식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Park et al.(1998), Yun et al.(2009), 

Kwon et al.(2010), Kim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분류군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과(family)는 국화과 

12분류군, 백합과 11분류군, 미나리아재비과 9분류군, 장

미과 7분류군, 사초과․산형과 6분류군 등으로 국화과와 

백합과 그리고 미나리아재비과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산지 식물상(Oh et al., 2013; Kim et al., 2016; 

Cheon et al., 2016)에서 국화과와 벼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설악산 대청봉 일대

는 일반적인 산지와는 다른 것으로 사료되었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출현한 산림청 지정 특산식물은 고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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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퀴, 분취, 금마타리, 요강나물, 진범, 홀아비바람꽃, 자

주솜대, 지리대사초, 참개별꽃, 병꽃나무, 산앵도나무 등 

총 1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북

방계 식물의 비율이 62.5%로 개석송, 게박쥐나무, 과남

풀, 금강제비꽃, 꽃개회나무, 눈잣나무, 눈측백, 댕댕이나

무, 도라지모시대, 땃두릅나무, 만병초, 바람꽃, 설악눈주

목, 연영초, 홀아비바람꽃 등 15분류군이 이에 해당되며, 

국지 분포하는 희귀식물은 금강애기나리, 금마타리, 나도

옥잠화, 말나리, 백작약, 세잎종덩굴, 자주솜대, 주목, 태

백제비꽃 등 9분류군으로, 희귀식물은 총 24분류군이 나

타났다. 백두대간 권역에 속하는 덕유산은 희귀식물 10

분류군(Lim et al., 2004), 월악산은 희귀식물 12분류군

(Jang et al., 2015), 태백산은 희귀식물 16분류군(Shin et 

al., 2015) 등에 비해 희귀식물의 분류군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간빙기 이후 기온상승에 따라 북방계 

식물들이 고산으로 서식지를 이주․정착시킴에 따라 지리

적 격리가 일어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식물군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랭한 기후조건

에 적응하여 설악산 일대에 정착한 북방계식물을 포함한 

희귀특산식물의 인위적 간섭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개

체수 감소나 멸종 등이 우려되어지므로 개체군 동태 파

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생태구배(ecocline)의 극단지역에 해당되는 아고산대 

산림식생은 기후변화에 지역적 취약성을 띄고 있다. 기

후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반복적인 교란에 의한 서식지 

파괴는 한대성 북방계식물의 후퇴 및 소멸로 연결되고 

미래에는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후변

화로 인하여 연속성을 잃은 아고산대 산림식생의 자연회

복이나 복원은 500년에서 5000년의 시간규모가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아고산대 산림식생의 복원 및 관리방

안을 위한 군집생태학적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고산대 산림의 군집생태학

적 접근을 통한 복원 및 관리방안의 기초자료 제공목적

으로 설악산 대청봉 일대 산림식생을 식물사회학적 방법

을 이용하여 군락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관속 식물상을 

분류하여 종조성 특성에 대해 구명하였다. 중요치는 산

림의 층위별 수직적인 공간을 고려하여 종조성 측면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4개 층위로 구분하였고, 이를 응용

한 평균상대우점치를 산출하여 종의 점유정도에 대해 정

량적 분석을 하였으며, CCA ordination을 통해 식생유형

과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 산림식생의 식생유형분류는 분비나무군락으로 크

게 분류되었고, 분비나무군락은 눈잣나무군, 만병초군, 

바디나물군의 3개 군으로 분류 되어 총 3개의 식생유형

이 구분되었다. 식생단위 1은 북방계 식물인 눈잣나무 식

별종군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분포 범위의 축소가 예상되

며, 식생단위 2는 북방계 식물인 만병초 식별종군으로 서

식지 소멸이 우려되므로 장기 모니터링 및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식생단위 3은 평균 수고․평균 흉고직경․평균 출

현종수가 가장 높아 구성종의 생육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본 단위는 관목층에서 미역줄나무의 

중요치가 14.3으로 식생구조의 단순화 및 구조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3개의 식생단위에서 주요 경쟁수종인 잣

나무와 분비나무의 층위별 중요치는 식생단위 1에서 잣

나무는 교목층 46.7, 아교목층 8.3, 초본층 0.6, 분비나무

는 교목층 26.1, 아교목층 32.9, 관목층 7.4, 초본층 3.5로 

잣나무의 상층 우점이 우세하지만 하층에서는 분비나무

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식생단위 2와 

식생단위 3에서도 교목층은 잣나무의 중요치가 높아 상

층에서 우세하였지만 하층에서는 분비나무에 비해 낮았

다. 따라서 식생천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생유형과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눈잣나무군은 해발고, 바디나물군은 출현종수에 따

라 다소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

의 산림청 지정 특산식물은 총 11분류군, 희귀식물은 총 

24분류군이며 북방계 식물의 비율은 62.5%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서식지 교란이 유발될 수 있으므

로 개체군 및 군집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희귀특산식물의 

개체수 및 서식지 보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원 및 관리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평가 및 적응 연구(Ⅱ) 과제(위탁연구과제 “설악산 일

대 아고산 수종 분포 및 임분 동태 조사”)의 연구 수행 

일환으로 작성 되었으며, 현지조사에 협조를 해준 설악산국

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References

Allen, C.D. et al. 2010. A global overview of drought and 

heat-induced tree mortality reveals emerging climate 

change risks for forest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59: 660-684.

Bellard, C., Bertelsmeier, C., Leadley, P., Thuiller, W. and 



147설악산 대청봉일대 산림식생의 식물사회학적 군락유형 및 관속 식물상 특성

Courchamp, F. 2012.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the 

future of biodiversity. Ecology Letters 15: 365-377.

Botkin, D.B. et al. 2007. Forecasting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on biodiversity. Bioscience 57: 227–236.

Braun-Blaunquet, J. 1964. Pflanzensoziologie Grundzüge der 

Vegetation der Vegetation (3
rd
 Ed.). Springer-Verlag. New 

York. pp. 865. (in German)

Brower, J.E. and Zar, J.H. 1977. Field and Laboratory Methods 

for General Ecology.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Iowa, U.S.A. pp. 596.

Cheon, K.S., Kim, K.A. and Yoo, K.O. 2016. Floristic study 

of Mt. Baegam (Hongcheon-gun, Gangwon-do).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s 29(2): 171-18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un, Y.M., Kwon, J.H., Hong, M.P., Lee, J.S., Choung, H.L. 

and Lee, S.H. 2010. Habitat environment and succession 

of Abies nephrolepis forest in Mt. Seorak.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1): 93-10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urtis, J.T. and McIntosh, R.P. 1951. An upland forest 

continuum in the prairie forest border region of Wisconsin. 

Ecology 32(3): 476-496.

Dawson, T.P., Jackson, S.T., House, J.I., Prentice, I.C. and 

Mace, G.M. 2011. Beyond predictions: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a changing climate. Science 332: 53-58. 

Ellenberg, H. 1956. Aufgaben und Methoden der 

vegetationskunde. E. Ulmer. Stuttgart. pp. 136. (in German)

Fuhrer, J., Beniston, M., Fischlin, A., Frei, C., Goyette, S., 

Jasper, K. and Pfister, C. 2006. Climate risks and their 

impact on agriculture and forests in Switzerland. Climatic 

Change 79: 79–102.

Gilman, S.E., Urban, M.C., Tewksbury, J., Gilchrist, G.W. and 

Holt, R.D. 2010. A framework for community interactions 

under climate change.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5: 

325-331. 

Hanmmill, K., Penman, T. and Bradstock, R. 2016. Responses 

of resilience traits to gradients of temperature, rainfall and 

fire frequency in fire-prone, Australian forests: potential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Plant Ecology 217: 

725-741.

Hegerl, G.C. et al. 2007. Understanding and Attributing Climate 

Change. pp. 663-746. In: Solomon, S. et al. (Ed.).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U.S.A.

Hill, M.O. 1979. TWINSPAN- A FORTRAN Program for 

Arranging Multivariate Data in an Ordered Two-Way Table 

by Classification of the Individuals and Attribute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ew York. pp. 50.

Hong, M.P., Lee, H.J., Chun, Y.M. and Hong, B.R. 2010. Flora 

of Mt. Seorak, Gangwon-do. Korean Journal of Environ-

ment and Ecology 24(4): 436-48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ong, S.C., Byen, S.H. and Kim, S.S. 1987. Colored Illustrations 

of Trees and Shrubs in Korea. Gyemyengsa. Korea. pp. 

310. (in Korean)

Hong, Y.P., Kwon, H.Y., Yang, B.H., Lee, S.W., Kim, C.S. 

and Han, S.D. 2004. Genetic status of an isolated relict 

population of dwarf stone pine in Mt. Seorak.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93(5): 393-40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Y.H., Han, M.S., Kim, Y.Y. and Kim, M.Y. 2014. 

Vegetation structure and site characteristics of Rhododendron 

brachycarpum popul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8(6): 751-761. (in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Jang, C.S., Yang, S.G., Jang, H.D., Lee, R.Y., Park, M.S., Kim, 

K.H. and Oh, B.U. 2015. Floristic study of Woraksan 

National Park in Korea.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s 

28(1): 35-63. (in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Kim, H.S., Bae, S.W., Jang, S.C and Jeong, J.M. 2011. Stand 

structure and growth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elevations 

of the Korean Pine (Pinus koraiensis) natural forest on 

Mt. Seorak. Journal of Forest Science 27(3): 157-167. 

(in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Kim, Y.Y., Na, N.R., Song, H.I. and Jang, C.G. 2016. 

Floristic study of Mt. Segeolsa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s 29(1): 110-127. (in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Kimmins, J.P. 2004. Forest Ecology: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Ethics in Forestry. 3
rd

 Ed. Prentice Hall. New Jersey, 

U.S.A. pp. 611.

Kong, W.S. 2000. Geoecology on the subalpine vegetation 

and landscape of Mt. Sorak.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5(2): 177-187. (in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Kong, W.S. 2002. Speci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Korean alpine plant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7(4): 357-370. (in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Kong, W.S. 2004. Speci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native Korean conifers. Journal of the Korean Geo-

graphical Society 39(4): 528-543. (in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Kong, W.S. and Lim, J.H. 2008. Disjunctive distribution 

of Vaccinium vitis-idaea and thermal conditi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4): 495-150. (in 



韓國林學會誌 제106권 제2호 (2017)148 

Korean with abstract English)

Korea Forest Service. 2009. Climate Change & Forest. 

Korea. pp. 246. (in Korean)

Korea Forest Service. 2010a. Korea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http://www.nature.go.kr/

Korea Forest Service. 2010b. Korea Plant Names Index 

Committee. http://www.nature.go.kr/kpni/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0. 

Explanatory Text of the Geological Map. http://www. 

kigam.re.k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6. http://www. 

kma.go.kr/

Korea National Arboretum. 2008. Rare Plants Data Book 

in Korea. Geobook. Korea. pp. 332. (in Korean)

Korea National Arboretum. 2010. 300 Target Plants 

Adaptable to Climate Change in the Korea Peninsula. 

Theulmunhwa. Korea. pp. 492. (in Korean)

Kwon, H.J., Gwon, J.H, Han, K.S., Kim, M.Y. and Song, 

H.K. 2010. Subalpine forest vegetation of Daecheongbong 

Area, Mt. Seoraksa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4(2): 194-20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aurance, W.F., Pérez-Salicrup, D., Delamonica, P., 

Fearnside, P., D'Angelo, S., Jerozolinski, A., Pohl, L. 

and Lovejoy, T. 2001. Rain forest frag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Amazonian liana communities. Ecology 

82: 105-116.

Lee, B.C. and Shim, I.S. 2011.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natural growth region in 

Rhododendron Brachycarpum.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0(10): 1319-13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H.Y. 2013. The Phyto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bies nephrolepis Community and Population Dynamics 

as Climate Condition Changes in Mt. Seorak, Korea.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pp. 18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H., Shin, H.S., Cho, H.J. and Yun, C.W. 2014. 

Subalpine Conifer Forest Communities. National Institude 

of Ecology. GeoBook. Korea. pp. 136. (in Korean)

Lee, T.B. 2003. Coloured Flora of Korea. Hyangmunsa. 

Korea. pp. 999. (in Korean)

Lee, W.T. and Yim, Y.J. 2002. Plant Geograph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pp. 412. (in Korean)

Lim, D.O., Kim, Y.S., Park, Y.K., Ryu, Y.M and Koh, M.H. 

2004. Vacular plants of Mt. Deog-yu area in the 

Baekdudaegan.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18(2): 107-12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indner, M. et al. 2010. Climate change impacts, adaptive 

capacity, and vulnerability of European forest ecosystem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59: 698-709.

Mathys, A.S., Coops, N.C. and Waring, R.H. 2017. An 

ecoregion assessment of projected tree species 

vulnerabilities in western North America through the 

21st century. Global Change Biology 23: 920-932.

McLaren, J.R. and Turkington, R. 2013. Boreal Forest 

Ecosystems. Volume 1, pp. 626-635. In: Levin, S.A. 

(Ed.), Encyclopedia of Biodiversity. 2nd Ed. Academic 

Press. Waltham, U.S.A.

McMahon, S.M. et al. 2011. Improving assessment and 

modelling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global terrestrial 

biodiversity.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6: 

249-259.

Müller-Dombois, D. and Ellenberg, H. 2002. Aims and 

Method of Vegetation Ecology. John Wiley & Sons 

Press. New Jersey, U.S.A. pp. 574.

Oh, H.K., Kim, D.P., Oh, K.K., Kang, K.R. and Bae, J.N. 

2013. Management methods and vascular plants of the 

Ohseosan and the Bongsusan, Chungna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16(3): 63-81.(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H.C., Lee, J.H. and Lee, G.G. 2014. Predicting the 

suitable habitat of the Pinus pumila under climate 

change.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3(5): 379-39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I.H., Ryu, S.B. and Choi, Y.C. 1998. Forest structure 

in relation to slope aspect and altitude in Osaek- 

Taech`ongbong-Shinhungsa area at Soraksan National 

Park.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11(4): 

486-49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ereira, H.M. et al. 2010. Scenarios for global biodiversity 

in the 21st century. Science 330: 1496-1501.

Ricketts, T.H. et al. 1999. Terrestrial Ecoregions of North 

America: A Conservation Assessment. Island Press. 

Washington, D.C. pp. 471.

Sala, O.E. et al. 2000. Global biodiversity scenarios for the 

year 2100. Science 287: 1770-1774.

Sala, O.E. et al. 2005. Chapter 10: Biodiversity Across 

Scenarios. pp. 375-408. In: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scenarios, volume 2. Millenium Ecosystem 

Assesment. Island Press. New York, U.S.A.

Shin, H.T., Yoon, J.W., Kim, S.J., Heo, T.I., Kwon, Y.H., 

Lim, D.O. and An, J.B. 2015. Vascular plants in Mt. 

Taebaeksan(Taebaek-si), Korea.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9(3): 309-33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hin, J.H. and Kim, C.M. 1996. Ecosystem classification 

in Korea(I): Ecoprovince classification. FRI Journal of 



149설악산 대청봉일대 산림식생의 식물사회학적 군락유형 및 관속 식물상 특성

Forest. Science 54: 188-19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on, Y.H., Koo, C.D., Kim, C.S., Park, P.S., Yun, C.W. 

and Lee, K.H. 2016. Forest Ecology. Hyangmunsa. 

Korea. pp. 34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ong, Y.H. and Yun, C.W. 2006. Community type and stand 

structure of the korean pine(Pinus koraiensis) natural 

forest in Seoraksan national park.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0(1): 29-40.(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Tsuyama, I., Higa, M., Nakao, K., Matsui, T., Horikawa, 

M. and Tanaka, N. 2105. How will subalpine conifer 

distributions be affected by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for spatial conservation planning.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15: 393-404.

Walter, H., Harnickell, E. and Müller-Dombois, D. 1975. 

Climate-Diagram Maps of the Individual Continents and 

the Ecological Climatic Regions of the Earth. Springer- 

Verlag. Berlin. pp. 36.

Yim, K.B., Park, I.H. and Lee, K.J. 1980. Phytosociological 

changes of Pinus densiflora forest induced by insect 

demage in Kyonggi-do Area.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50: 56-7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im, Y.J. and Baek, S.D. 1983. Vegetation of Daecheong- 

bong, Mt. Seolag.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6(1): 1-1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un, C.W. 2016. Field Guide to Trees and Shrubs. Geobook. 

Korea. pp. 703. (in Korean)

Yun, C.W., Kim, H.J., Lee, B.C., Shin, J.H., Yang, H.M. 

and Lim, J.H. 2011. Characteristic community type 

classification of forest veget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0(3): 504-5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un, C.W., Kim, H.J., Yang, H.M., Lim, J.H., Kim, Y.K., 

Shin, J.H. and Lee, B.C. 2009.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orest vegetation type and environment factor 

in Mt. Hwaaksan.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18(5): 579-58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eceived: February 28, 2017; Accepted: March 28,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