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포산 산림식생의 군락 구조 및 공간 분포의 경시적 변화

오정학1⋅김준수2⋅조현제 2*

1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2자연과숲연구소

Changes Over Time in the Community Structur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Vegetation on Mt. Yeompo, Ulsan City, South Korea

Jeong-Hak Oh1, Jun-Soo Kim2 and Hyun-Je Cho 2*

1Urban Forests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oul 02455, Korea
2Nature and Forest Research Institute, Daegu 41476, Korea

요  약: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고립된 도시숲인 염포산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18년에 산림식생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식

생조사를 수행하여 그 구조, 조성 및 공간 분포 변화 경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총피도(/100㎡)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

나 자연식생에서는 약 9%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성종의 중요치는 그 순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난대성 

수종인 비목나무와 오염내성이 강한 때죽나무가 각각 835%, 269%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종풍부도(S)와 종다양도

(H’)는 각각 약 22%, 약 8%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주로 하층 식생 발달에 따라 임상 식생 구성종이 자연 감소한 결과로 판

단되며 모두 인공식생이 자연식생에 비해 다소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생활형 조성 체계는 2000년과 2018년 모두 

‘MM-R5-D4-e’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산림식생의 유사도(Jaccard 계수)는 약 75%로 종구성적 특성이 거의 동질적으

로 나타났다. 지표종은 2000년 16종에서 2018년 7종으로 9종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교란에 민감한 반지중식물(H), 지중

식물(G) 그리고 일년생식물(Th) 등 초본식물이었다. 상관식생 유형 간 공간 분포 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산림경관 요

소인 패치(patch)의 개수는 2000년 537개에서 2018년 721개로 약 2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그 평균 크기는 2000년 

1.28 ha에서 2018년 1.03 ha로 약 20%의 감소율을 보였다.

Abstract: In 2000 and 2018, phytosociological surveys were carried out in the forest vegetation of Mt. Yeompo, 
a representative isolated urban forest in Ulsan city. The trends of change in forest structure, composi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were compared between years. Total percent coverage per 100 squaremeters of forest vegetation 
was similar, but natural vegetation showed a 9% increase. The importance of constituent species changed slightly. 
Specifically, Lindera erythrocarpa and Styrax japonicus showed very high growth rates of 835% and 269%, 
respectively. Species richness (S) and diversity (H’) decreased by about 22% and 8%, respectively. Both S and H’ 
showed slightly higher rates of decrease in artificial compared with natural vegetation. The constituent species life 
form spectrums were the same in 2000 and 2018 as ‘MM-R5-D4-e’. The similarity (Jaccard coefficient) in the 
species composition of the forest vegetation was almost homogeneous at approximately 75%. The number of 
indicator species decreased from 16 species in 2000 to 7 species in 2018. This decrease was mostly due to a decline 
in herbaceous plants, such as Hemicryptophytes, Geophytes, and Therophytes, which are sensitive to disturbanc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orest vegetation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The number of forest landscape elements 
(patches) increased by approximately 25% from 537 in 2000 to 721 in 2018, while the average size decreased by 
about 20% from 1.28 ha in 2000 to 1.03 ha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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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위환경이 지배하는 도시권역에 잔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시숲은 도시생태계의 안정성, 다양성 그리고 건

강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공간으로 경관 보전, 

생물종다양성 보전, 도시열섬 효과 감소, 공기와 수질 개

선, 어메니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Achard, 2009). 그러나 도시숲은 자

연환경이 지배하는 산지림과 달리 외래생물, 변화된 교

란체제, 환경오염물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내ㆍ외부 교

란 요인이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가변적인 

생태계이다(Spies and Cline, 1988; McComb et al., 1993). 

특히 시가화 구역에 의해 사방이 둘러싸인 고립림

(isolated forests)에 있어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층위구조 단순화, 초본층 빈화, 구성종수 감소, 자연림 요

소율 저하, 외래생물 및 일부 수종의 특이적인 증가, 그

리고 편향천이 발생 등 생태적으로 이질적인 특징을 나

타내고 있으며(Okutomi et al., 1973; Yamamoto, 1987; 

Ishida et al., 2002; Tojima et al., 2004), 이러한 경향은 숲 

크기가 작을수록, 또 주변 환경이 보다 도시적일수록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Maesako, 1987; Ishida and 

Hattori, 2000). 이와 같은 고립된 도시숲의 생태적 가변

성을 제고하여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

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계의 유일한 생산자인 산

림식생의 구조 및 조성에 대한 경시적 변화 연구가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여겨져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LaPaix and Freedman, 2010; Oh et 

al., 2010; Cho et al., 2016; Templeton et al., 2019).

향후 도시생태계의 유일한 생산자인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생활환경의 최

선단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권역 고립림의 산림식생에 

기반한 생태적 온전성, 생물적 다양성 그리고 경관적 자

연성을 우선적으로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고립된 도시숲인 염

포산(해발 203.4 m)을 대상으로 산림식생의 체계적인 보

전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식생

유형을 구분하고, 2000년과 2018년의 약 18년간 산림식

생의 구조, 조성 그리고 공간분포 특성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지 개황

본 연구의 대상지인 옆포산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의 동구와 북구의 경계를 이루며, 지리적으로는 동경 

129°23′50″～129°26′30″, 북위 35°29′20″～35°32′50″에 위

치하고 주봉의 높이는 해발 203.4 m, 총면적은 약 721 ha

이다(Figure 1). 서쪽으로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이 흐르고 

남쪽으로 술바위산과 방어진항, 대왕암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쪽 경계인 방어진순환도로 건너에는 마골산, 

새바지산, 작은무룡산, 무룡산, 동화산, 동대산 등이 자리

하고 있다. 염포산이 위치한 울산시의 최근 10년간(200

9～2019) 평년값에 따른 기후 특성은 연평균 기온 14.

4℃, 연평균 강수량 1,238.6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20)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기온을 조절

하여 비교적 온화한 편이며, 온량지수는 119.1이며 한반

도 식물구계상 남해안아구에 속하고 있다(Lee and Yim, 

1978).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 불국사층군과 신라

층군에 속하며 반상흑운모화강암, 셰일, 사암, 역암 등이 

대표 암상을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규장암, 유문암

질 석영안산암 등이 나타나고 있다(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20).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야외 식생조사는 2000년

과 2018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동일한 표본 조사구에서 

식물사회학적 방법(Braun-Blanquet, 1964)으로 반복 실시

하였다. 표본 조사구의 수는 187개이며, 조사구 면적은 국

소환경과 상층 우점 상관식생의 군락 크기를 고려하여 20 

m × 20 m 또는 10 m × 10 m를 적절히 적용하였다. 표본 

조사구에서는 식생층위별 구성종의 우점도(dominance)와 

군도(sociability)를 비롯하여 해발고, 미지형, 사면경사도, 

사면방위각, 암석노출도 등 국소환경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였다.

야외에서 수집된 식생정보는 MS-Excel 2016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DB화 한 다음, 상관식생 유형간 구성종의 

간접적인 현존량, 상대적인 우세정도, 번식 특성, 종다양

성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구성종의 층위별 총피도(total 

coverage), 상대중요치(Importance value: IV)와 평균상대

중요치(Mean importance vlaue: MIV), 생활형 조성(Life 

forms), 종다양성 지수(Species diversity indices) 등을 각

각 산출하였다. 총피도는 식생 층위간 피도 총합, 중요치

와 평균상대중요치는 각각 Curtis and McIntosh(1951)와 

Lee et al.(2018)의 평가 기준, 생활형 조성은 Raunkiaer 

(1934)의 휴면형(dormancy form)과 Numata(1947)의 산포

기관형(disseminule forms), 지하기관형(radicoid forms), 

그리고 생육형(growth forms) 구분 기준 등을 적용하였

다. 종다양성 지수는 종풍부도(species richness index: S), 

종다양도(Shannon diversity index; H’), 종균재도(Pie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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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and field sample plots (black dots).

 

evenness index; J’), 그리고 종우점도(Simpson dominance 

index; D) 등을 산출하였다(Shanon and Weaver, 1949; 

Brower and Zar, 1977). 임분 구성종의 전 조사구에 대한 

출현빈도 즉, 상재도를 산출하고, 상재도급별(20% 구간 

5등급) 그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지표종 선정은 Dufrêne 

and Legendre(1997)의 IndVal(indicator value)방법을 적용

하였다. 통계적 분석 프로그램은 TWINSPAN과 지표종 

분석에는 PC-ORD version 7(McCune and Mefford, 2016) 

그리고 기타 분석에는 Past version 3.26(Hammer, 2019)

을 사용하였다. 식생유형의 공간분포 및 산림경관 요소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식생도는 수치지형도

(1/5,000), 고해상도 정사항공사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0) 및 수치임상도(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 2019) 등을 바탕으로 일차적으

로 상관식생구분도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상

관식생구분도 상 상관식생의 유형을 동정하고 그 경계를 

확정하였으며, 실내에서 QGIS Desktop 2.18.15 프로그램

(Qgis Development Team, 2017)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정밀상관식생도 상 범례는 자연식생과 인공식생으로 구

분한 후 모두 ○○군락으로 표시하였다. 유관속식물의 동

정은 원색대한식물도감(Lee, 2003)을 참조하였으며, 그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19) 기준을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식생의 구조 변화

염포산 산림식생의 경시적 구조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과 2018년에 수집된 식생정보를 바탕으로 지

난 18년간 전체 산림식생과 주요 상관식생 유형별 구성종

의 단위면적당(/100㎡) 총피도, 중요치, 종다양성 지수, 생

활형 조성, 군락유사성 그리고 지표종 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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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피도

산림식생의 단위면적당(/100㎡) 총피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산림식생에서는 2000년 평균 191%에서 2018년 평

균 196%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성립기원 간에는 자연

식생이 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인공식생에서는 거의 변

화가 없었다. 상관식생 유형 간에는 자연식생인 굴피나무

군락에서 약 7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인공

식생인 리기다소나무군락에서 약 18%의 가장 높은 감소

율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군락 간 입지환경에 따른 식생

층위 발달 수준의 차이로 판단되지만 도시숲 특성 상 숲

가꾸기 등 외부 교란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보였다. 식

생층위 간에는 전체 산림식생에서는 교목층과 아교목층

이 5～1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관목층은 7%의 감소율

을, 그리고 초본층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식생 간에는 교목층과 아교목층은 은사시나무군락

이 각각 40%, 367%, 관목층은 굴피나무군락이 157% 그

리고 초본층은 신갈나무군락이 604%의 가장 높은 증가

율을 보였으며, 상수리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그리

고 은사시나무군락 등은 모두 관목층에서 약 60% 정도

의 다소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전층 기준에서는 구성종의 총피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

났으나, 자연식생과 인공식생 즉 성립기원 간 그리고 상

관식생 유형 간에는 지난 18년간 다소 간의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Table 1).

2) 중요치

산림식생 주요 구성종의 상대적 우세정도 즉 중요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Table 2), 중요치 순위 상위 그

룹(20위내) 구성종의 종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

으나, 각 구성종이 가진 개별 중요치에 있어서는 다소 

간의 변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 18년간 비교적 온

난한 입지를 선호하는 비목나무가 835%로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오염내성이 강한 때죽나무도 

269%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Joints of related ministries(2011)이 온난화에 따라 지리산

에서 난대수종인 비목나무와 때죽나무가 각각 460%, 

150%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와도 거의 

유사한 경향이었다. 반면, 도입수종인 곰솔과 떡갈나무, 

개암나무 등의 산화적지 수종들은 60% 내외의 감소율

을 보였다. 식생층위 간에는 교목층의 경우 갈참나무가 

16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졸참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와 잔털벚

나무 등이 50～100%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교목층의 경우 비목나무와 때죽나무가 각각 850%, 

281%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굴참나무, 대

팻집나무, 잔털벚나무, 밤나무 등이 100～15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졸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굴

피나무, 곰솔 등은 50～90%의 감소율을 보였다. 관목층

의 경우 비목나무가 960%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

는 가운데 밤나무, 대팻집나무, 때죽나무, 생강나무, 소

 

Vegetation physiognomic types (abbreviation) 

Vegetation layers

Tree Subtree Shrub Herb All

2000 2018 2000 2018 2000 2018 2000 2018 2000 2018

Platycarya strobilacea community (PLST) 65 86 12 16 12 31 9 37 97 170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QUAC) 73 93 18 20 82 30 28 43 202 181

Pinus densiflora community (PIDE) 90 76 34 29 61 90 9 15 193 208

Quercus mongolica community (QUMO) 99 85 39 30 51 64 3 20 192 198

Quercus serrata community (QUSE) 68 82 37 31 43 82 31 21 171 216

Pinus thunbergii community (PITH) 77 81 33 49 67 53 28 20 196 203

Pinus rigida community (PIRI) 70 88 20 16 79 31 45 33 196 161

Alnus firma community (ALFI) 85 88 33 37 48 52 34 29 199 204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ROPA) 78 84 21 31 32 38 26 41 157 191

Populus tomentiglandulosa community (POTO) 63 88 15 70 85 27 34 44 196 193

Natural vegetation 83 84 32 27 54 77 14 26 182 198

Artificial vegetation 79 87 31 38 58 47 31 28 193 195

All vegetation 80 85 31 34 57 53 28 27 191 196

Table 1. Changes in the average total coverage (%) among vegetation layers for the major vegetation physiognomic types in 2000
and 2018. Letters in parentheses are abbreviations for the major vegetation physiognomic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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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Vegetation layers

Tree Subtree Shrub Herb All

2000 2018 RCa) 2000 2018 RC 2000 2018 RC 2000 2018 RC 2000 2018 RC

Alnus firma 23.1 25.8 12 11.6 7.7 -34 1.1 0.3 -73 14.4 14.3 -1 

Styrax japonicus 0.7 6.4 24.4 281 6.1 17.6 189 0.3 2.5 733 2.9 10.7 269 

Quercus serrata 6.1 9.6 57 23.8 12.0 -50 17.1 4.8 -72 2.4 1.4 -42 13.0 9.0 -31 

Pinus thunbergii 28.7 13.3 -54 9.5 2.2 -77 0.6 0.2 -67 0.2 16.3 6.9 -58 

Robinia pseudoacacia 8.2 6.7 -18 6.4 6.8 6 2.9 4.0 38 0.3 0.6 100 6.2 5.9 -5 

Quercus mongolica 3.8 7.3 92 6.3 5.0 -21 1.8 1.5 -17 0.6 0.7 17 4.0 5.2 30 

Pinus densiflora 9.6 8.1 -16 2.6 2.9 12 0.1 0.3 200 0.3 5.3 4.7 -11 

Lindera erythrocarpa 0.8 7.6 850 1.0 10.6 960 0.5 4.6 820 0.5 4.3 835 

Quercus aliena 1.8 4.8 167 4.6 4.2 -9 3.8 2.5 -34 0.6 2.0 233 2.9 4.0 38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1.9 2.9 53 2.3 5.9 157 0.6 1.1 83 0.2 0.5 150 1.7 3.4 100 

Quercus acutissima 3.1 6.1 97 2.8 1.0 -64 1.5 0.6 -60 0.1 2.6 3.2 23 

Platycarya strobilacea 4.5 3.7 -18 5.2 2.6 -50 2.5 0.9 -64 0.2 0.1 -50 4.1 2.7 -34 

Castanea crenata 1.7 1.6 -6 1.5 3.0 100 0.4 1.8 350 0.3 1.3 2.0 54 

Rhus tricocarpa 2.0 3.4 70 5.1 4.2 -18 0.6 1.8 200 1.4 1.8 29 

Rhododendron mucronulatum 9.6 7.4 -23 0.8 3.7 363 1.5 1.4 -7 

Quercus dentata 1.6 2.0 25 4.9 0.6 -88 4.7 0.4 -91 0.4 0.5 25 3.0 1.2 -60 

Smilax china 4.0 5.4 35 6.2 4.5 -27 1.1 1.2 9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0.4 4.0 6.6 65 0.6 0.7 1.1 57 

Quercus variabilis 0.6 1.0 67 0.4 1.0 150 0.4 0.4 0 0.4 100 0.4 0.8 100 

Oplismenus undulatifolius 0.2 10.4 -10 0.9 0.8 -11 

Morus bombycis 1.5 2.0 33 0.8 0.2 -75 11.5 0.2 0.6 0.7 17 

Ilex macropoda 0.3 0.3 0 0.4 1.0 150 0.2 0.8 300 0.3 0.6 100 

Carex humilis var. nana 7.0 -24 0.7 0.5 -29 

Corylus heterophylla 0.2 3.2 1.2 -63 9.2 0.4 0.6 0.2 -67 

Lindera obtusiloba 1.4 1.3 3.3 154 0.3 0.6 0.5 -17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3.7 -29 0.4 0.3 -25 

Others(154 spp.) 5.2 5.0 -12 5.9 6.3 11 28.4 27.2 -4 5.2 57.4 -7 13.4 12.9 -3 
a) RC indicate the ratio of change in 2000 and 2018

Table 2. Changes in the importance values among vegetation layers of the major constituent species of the forest vegetation in
2000 and 2018.

 

나무 등도 150～350%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굴피나무, 산뽕나무, 

개암나무 등은 60～80%의 감소율을 보였다. 초본층의 

경우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와 같이 비목나무와 때죽

나무가 각각 820%, 733%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가

운데 갈참나무, 잔털벚나무, 개옻나무 등이 150～250%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졸참나무와 굴피나무는 40～
50%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교목층

을 제외하면 참나무류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대신 온

난화 또는 도시환경 오염에 내성이 강한 비목나무와 때

죽나무의 급격한 증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3) 종다양성

산림식생 구성종의 종다양성 변화 경향을 단위면적당

(/100㎡) 종풍부도(S), 종균재도(J), 종다양도(H’) 그리고 

종우점도(D)의 4가지 지수를 중심으로 주요 상관식생, 자

연식생, 인공식생 그리고 전체 산림식생에 대하여 파악하

였다(Figure 2). 종풍부도는 전체 산림식생에서는 2000년 

20.8종에서 2018년 16.2종으로 약 22%의 감소율을 보였

으며 인공식생이 자연식생에 비해 감소율이 다소 높은 경

향이었는데 이는 주로 하층식생 발달에 민감한 임상식생 

구성종이 자연 감소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상관식생 유형 

간에는 약 5%의 아주 적은 증가율을 보이는 굴피나무군락

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10～45%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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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species diversity indices (A Species richness, B Shannon’s diversity, C Pielou’s evenness, and D Simpson’s
dominance) per 100 square meter among the major vegetation physiognomic types, natural vegetation (NV), artificial vegetation 
(AV) and all vegetation (All) in 2000 and 2018. Abbreviations for the x-axis are shown in Table 1.

아까시나무군락이 약 45%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종균재도는 전체 산림식생에서는 2000년 0.627에서 2018

년 0.622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자연식생과 인공

식생에서도 다소 같은 경향이었다. 상관식생 유형 간에는 

소나무군락이 약 2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상수리나무군락과 은사시나무군락은 각각 약 27%, 약 

18%의 감소율을 보였다. 종다양도는 전체 산림식생에서

는 2000년 1.868에서 2018년 1.713으로 약 8%의 감소율

을 보였으며, 인공식생이 자연식생에 비해 감소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상관식생 유형 간에는 소나무군락이 약 

2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상수리나무군락, 굴

피나무군락, 은사시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사방오

리군락, 아까시나무군락 등 인공식생과 숲가장자리 식생

은 10~35%의 감소율을 보였다. 종우점도는 전체 식생 간

에는 2000년 0.237에서 2018년 0.268로 약 13%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자연식생과 인공식생 간에도 유사한 경향이

었다. 상관식생 유형 간에는 상수리나무군락이 약 127%

의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외 군락들은 다소 차

이가 있지만 대개 10～60%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난 18년간 종풍부도와 

종다양도가 감소된 경향이었는데 이는 고립림의 특성상 

식생 성립 입지, 식생 구조와 조성에 대한 물리적, 생물적 

그리고 환경적 교란압이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친 결과로 판단되었다.

 

4) 생활형 조성

산림식생 구성종의 생활형 조성(Life form spectrum) 변

화 경향을 구성종의 중요치를 적용하여 파악한 결과

(Figure 3), 2000년과 2018년 모두 휴면형은 대형지상식

물(MM), 근계형은 단립식물(R5), 산포형은 중력산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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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life-forms composition (dormancy, radicoid, disseminule, and growth forms) based on the species
importance values of all forest vegetation in 2000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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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그리고 생육형은 직립형(e)이 중심 유형을 이루는 

‘MM-R5-D4-e’로 나타났다. 휴면형은 지표식물(Ch), 반지

중식물(H), 지중식물(G) 그리고 미소지상식물(N)과 같이 

주로 관목층과 초본층을 특징짓는 식물들이 모두 20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대형지상식물(MM)은 약 

40%의 감소율을 보였다. 근계형은 근경이 짧게 분지하고 

가장 좁은 범위의 연결체를 갖는 식물(R3)과 포복경 식물

(R4)이 모두 2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중심 유형인 

단립식물(R5)은 약 15%의 감소율을 보였다. 산포형은 동

물산포형(D2)이 약 150%, 동물산포형과 중력산포형(D4)

의 변이 복합체(D2,4 및 D4,2)가 모두 350% 이상의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풍수산포형(D1)과 자동산포형

(D3)은 모두 약 35%의 감소율 보였다. 생육형은 중심 유

형인 직립형(e)이 약 17%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만경형

(l), 총생형(t) 그리고 포복형(p)은 모두 약 200～300%의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 군락유사도

산림식생 구성종의 경시적 유사도를 Jaccard 유사성 계

수(Jaccard, 1908)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Figure 4), 전

체 산림식생의 유사도는 약 75%로 거의 동질적으로 나

타났으며, 자연식생(약 74%)이 인공식생(약 69%)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상관식생 유형 간에는 소나무군

락, 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곰솔군락, 사방오리군

락 등은 모두 75～80%로 종구성이 거의 동질적이었고, 

그 외 유형들도 대부분 50% 이상으로 종구성이 거의 동

일한 경향을 보였다.

 

6) 지표종 

산림식생 지표종의 경시적 변화 경향을 Dufrêne and 

Legendre(1977)의 IndVal(indicator value) 방법으로 분석

한 결과(Table 3), 지표종(p<0.01) 종류 수는 2000년 16종

에서 2018년 7종으로 지난 18년간 9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종은 대부분 반지중식물(H), 지중식물(G) 그리고 

일년생식물(Th) 등 초본식물이었다. 지표종 구성에 있어

서는 2000년과 2018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은 없었

으며 2000년에는 도입수종인 곰솔과 떡갈나무, 싸리, 새, 

큰기름새, 고사리, 붉은서나물 등 주로 생태적으로 불안

정한 입지에 출현하는 호광성 식물이, 그리고 2018년에

는 비목나무와 홍지네고사리 등 난대성 식물과 오염 내

성이 강한 때죽나무 등이 강한 지표종으로 나타났다. 이

상을 종합하여 보면, 지난 18년간 자연천이로 인해 산림

식생의 생태적 안정성과 입지의 물리적 안정성이 높아지

면서 과거 지표종에 포함되었던 도입식물 및 호광성 식

물과 같은 생태적 교란 입지를 특징짓던 종들이 자연스

럽게 배제되고 대신 온난화와 환경오염 내성이 강한 목

본성 자생종과 적윤성 양치식물이 강한 지표종으로 나타

나는 변화 경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2. 산림식생의 공간 분포 변화

산림식생의 경시적 공간 분포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상관식생(상층 우점종 기준)에 의한 대축척(1/5,000) 

정밀상관식생도를 작성하고, 상관식생 유형별 분포 면적

과 패치 수(number of patches)를 비교하였다(Figure 5, 

Table 4). 산림지와 비산림지 구성 비율은 2000년 95.9:4.1

에서 2018년 93.6:6.4로 산림지는 약 2.3%의 감소율을 그

리고 비산림지는 약 53.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비산림

지의 증가 원인은 대부분 임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성립기원 간에는 자연식생은 2000년 20.7%에서 

2018년 20.6%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인공식생은 2000년 

 

Figure 4. Jaccard similarity percentages of the constituent species in the major vegetation physiognomic types, natural vegetation
(NV), artificial vegetation (AV) and all vegetation (All) in 2000 and 2018. Abbreviations for the x-axis are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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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Life
form

Natural vegetation Artificial vegetation All vegetation

2000 2018 2000 2018 2000 2018 

IndVal

P
IndVal

P
IndVal

P
IndVal

P
IndVal

P
IndVal

PMax. 
obs.

Mean 
exp.

Max. 
obs.

Mean 
exp.

Max. 
obs.

Mean 
exp.

Max. 
obs.

Mean 
exp.

Max. 
obs.

Mean 
exp.

Max. 
obs.

Mean 
exp.

Pinus thunbergii MM 31.7 12.1 *** 57.9 29.0 ***

Platycarya strobilacea MM 23.0 16.1 **

Styrax japonicus MM 21.7 14.6 ** 63.0 36.7 ***

Quercus dentata MM 19.4 8.5 ** 41.9 17.7 ***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M 24.3 17.1 **

Pinus densiflora MM 28.3 7.2 ***

Quercus mongolica MM 19.5 9.6 **

Quercus serrata MM 63.0 38.2 ***

Rhus javanica M 11.7 3.8 **

Alnus firma M 20.2 13.5 **

Zanthoxylum schinifolium M 17.9 5.5 ** 16.6 10.1 ***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 16.4 7.8 **

Symplocos tanakana N 8.6 2.3 ** 7.4 2.6 ***

Cocculus trilobus N 19.9 10.7 **

Lindera erythrocarpa N 28.2 10.4 ** 58.9 23.0 ***

Lespedeza bicolor N 18.1 4.9 ** 20.0 7.7 ***

Rosa maximowicziana N 11.5 1.8 **

Rhododendron mucronulatum N 24.9 11.9 ***

Rosa multiflora N 18.0 10.4 **

Paederia scandens Ch 24.3 11.3 **

Pyrola japonica Ch 9.8 4.4 ***

Dryopteris erythrosora Ch 15.3 5.9 ** 25.4 10.3 ***

Dryopteris chinensis H 11.2 4.6 ** 19.6 7.9 ***

Arundinella hirta H 12.8 4.2 ** 15.5 5.6 ***

Melica onoei H 25.2 8.5 ***

Spodiopogon sibiricus H 24.8 10.8 ***

Athyrium niponicum G 13.9 4.9 **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G 25.6 10.6 ***

Atractylodes ovata G 7.3 3.3 **

Disporum smilacinum G 13.0 6.1 **

Aster scaber G 11.5 2.4 **

Erechitites hieracifolia Th 10.7 3.7 ***

 ** p < 0.01; *** p < 0.001.

Table 3. Indicator species analysis (IndVal) for forest vegetation in 2000 and 2018. Only species with indicator values at least
at p<0.01 are shown. Maximum indicator value (Max. obs.) and mean expected indicator value (mean exp.) are given. Statistical
significance obtained by Monte Carlo randomization test (1,000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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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detailed vegetation physiognomic map of Mt. Yeompo (left 2000, right 2018). 

73.0%에서 2018년 70.7%로 약 3.2%의 감소율을 보였다. 

식생유형 간에는 자연식생에서는 약 1% 내외의 아주 적

은 감소율을 보이는 소나무군락과 굴피나무군락을 제외

하면 변화가 없었으며, 인공식생에서는 편백군락이 약 

9.5%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가운데 곰솔군락과 

사방오리군락도 모두 약 3.3%의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정밀상관식생도에서 구분된 모든 상관(식생유형, 

무립목지, 비산림지)의 개별 공간 형태(식생도상 경계가 

구분된 각 구역)를 하나의 산림경관 요소 즉 패치(patch)

로 보고 그 경시적 공간 변화 경향을 비교하였다. 전체 패

치 개수는 2000년 537개에서 2018년 721개로 약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공식생(33.8%)이 자연식생(14.5%) 

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식생유형 간에는 

사방오리군락이 약 82%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편백군락, 소나무군락, 곰솔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상

수리나무군락 등도 약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패치 개수의 증감 원인은 자연천이의 결과도 있지

만 과도한 등산로 개설, 산불, 벌채, 숲가꾸기 등과 같이 

인위적 간섭에 따른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패치 당 평균 

면적의 경우, 전체 임지 기준에서 보면 2000년 1.28 ha에

서 2018년 1.03 ha로 약 20%의 감소율을 보였다. 산림지

와 비산림지 간에는 산림지는 2000년 3.11 ha에서 2018년 

2.49 ha로 약 20%의 감소율을, 비산림지는 2000년 0.53 ha

에서 2018년 0.78 ha로 약 4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립

기원 간에는 인공식생은 2000년 1.62 ha에서 2018년 1.17 

ha로 약 28%의 감소율을, 자연식생은 2000년 1.24 ha에

서 2018년 1.07 ha로 약 13%의 감소율을 보여 인공식생

이 자연식생에 비해 감소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패

치 개수의 변화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식생유형 간

에는 자연식생에서는 소나무군락이 약 22%, 인공식생에

서는 사방오리군락이 약 47%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

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산림경관 요소를 

구성하는 패치 개수는 약 25%의 증가율을, 패치의 평균

면적은 약 20%의 감소율을 보여 산림경관의 단편화가 

다소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염포산 산림경관의 생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단편

화가 심한 상관식생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 패치들의 생

태적 연결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적절한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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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Vegetation physiognomic types

Distribution area Number of patches Average size of patches

2000 　

　

2018
　RCa) 　

　

1998
　

2017 　

　
RC 　

2000 2018 　

　
RC

ha % ha % No. % No. % ha

Natur
al 

veget
ation

Ailanthus altissima community 0.2 2.8 0.2 0.0 0.0 1 0.2 1 0.1 0.0 0.20 0.20 　 0.0 

Quercus aliena community 3.2 0.4 3.2 0.4 0.0 6 1.0 6 0.8 0.0 0.53 0.53 0.0 

Platycarya strobilacea community 4.1 0.6 4.1 0.5 0.0 6 1.0 6 0.8 0.0 0.68 0.68 0.0 

Salix koreensis community 0.1 0.0 0.1 0.0 0.0 1 0.2 1 0.1 0.0 0.10 0.10 0.0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community 3.6 0.5 3.6 0.5 0.0 5 0.9 5 0.7 0.0 0.72 0.72 0.0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16.2 2.2 16.2 2.2 0.0 11 1.9 13 1.8 18.2 1.47 1.25 -15.4 

Pinus densiflora community 82.2 11.1 81.1 11.0 -1.3 53 9.2 67 9.3 26.4 1.55 1.21 -22.0 

Quercus mongolica community 16.5 2.2 16.5 2.2 0.0 14 2.4 15 2.1 7.1 1.18 1.10 -6.7 

Quercus serrata community 27.0 3.6 27.0 3.6 0.0 26 4.5 27 3.7 3.8 1.04 1.00 -3.7 

Sorbus alnifolia community 0.5 0.1 0.5 0.1 0.0 1 0.2 1 0.1 0.0 0.50 0.50 0.0 

subtotal 153.3 20.7 152.2 20.6 -0.7 124 21.5 142 19.7 14.5 1.24 1.07 　-13.3 

Artifi
cial 

veget
ation

Pinus thunbergii community 270.4 36.6 261.5 35.4 -3.3 188 32.6 230 31.9 22.3 1.44 1.14 　-21.0 

Pinus rigida community 13.4 1.8 13.4 1.8 0.0 10 1.7 12 1.7 20.0 1.34 1.12 -16.7 

Phyllostachys pubescens community 1.6 0.2 1.6 0.2 0.0 10 1.7 10 1.4 0.0 0.16 0.16 0.0 

Castanea crenata community 1.2 0.2 1.2 0.2 0.0 2 0.3 2 0.3 0.0 0.60 0.60 0.0 

Prunus spp. community 0.4 0.1 0.4 0.1 0.0 4 0.7 4 0.6 0.0 0.10 0.10 0.0 

Alnus firma community 225.2 30.4 217.8 29.4 -3.3 76 13.2 138 19.1 81.6 2.96 1.58 -46.7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16.6 2.2 16.7 2.3 0.6 30 5.2 33 4.6 10.0 0.55 0.51 -8.5 

Populus tomentiglandulosa community 0.6 0.1 0.6 0.1 0.0 3 0.5 3 0.4 0.0 0.20 0.20 0.0 

Chamaecyparis obtusa community 10.5 1.4 9.5 1.3 -9.5 11 1.9 15 2.1 36.4 0.95 0.63 -33.7 

subtotal 539.9 73.0 522.7 70.7 -3.2 334 57.9 447 62.0 33.8 1.62 1.17 　-27.7 

non-stocked forest land 15.7 2.1 17.7 2.4 12.7 61 10.6 72 10.0 18.0 0.26 0.25 　-4.5 

Forest land 708.9 95.9 692.5 93.6 -2.3 519 89.9 661 91.7 27.4 1.37 1.05 　-23.3 

Non-forest land 30.7 4.1 47.1 6.4 53.4 58 10.1 60 8.3 3.4 0.53 0.79 　48.3 

Total 739.6 100.0 739.6 100.0 0.0 577 100.0 721 100.0 25.0 1.28 1.03 　-20.0 
a) RC indicate the ratio of change in 2000 and 2018.

Table 4. Change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rea, number of patches, and average size of patches by the vegetation physiognomic
types of Mt. Yeompo in the year 2000 and 2018.

결  론
 

도시숲은 자연환경이 지배하는 산지림과 달리 인위환

경이 지배하여 적절한 관리 없이 방치될 경우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구성종 감소, 임내 종다양성 저하, 외래종 출

현빈도 증가, 교란체제 변경, 편향천이 발생 등으로 생태

적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는 가변적인 산림생태계이다

(Ishida et al., 2002; Tojima et al., 2004). 특히 시가화 구

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크고 작은 고립림은 경관보전, 

종다양성 보전, 어메니티,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기능

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그 체계적 보전과 효과

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Cho et 

al., 2016; Templeton et al., 2019). 그러나 다양한 교란 영

향이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고립된 도시숲

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기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상기의 점을 감안

하여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시숲이자 고립된 임지인 

염포산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과 2018년에 식물사회학적 식생조사와 정밀상관식생도 

작성을 통하여 그 성립기반인 산림식생의 구조, 조성 그

리고 공간분포의 경시적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현존군락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지난 18년 간 단위면적당 

총피도와 구성종의 생활형 조성 체계는 거의 변화가 없

었으나 구성종의 중요치에 있어서 난대성 수종인 비목나

무와 오염내성이 강한 때죽나무가 각각 835%, 269%의 

급격한 증가율을, 종풍부도(S)와 종다양도(H’)는 10～
20% 내외의 다소 낮은 감소율을, 그리고 지표종의 개수

는 도입수종 및 호광성 식물을 중심으로 9종이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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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천이계열상 정상천이에 

비해 편향천이가 보다 진행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추후 재논의가 필요해 보였다. 한편 산림식생의 공간 분

포 변화 경향은 산림경관 패치수가 약 2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그 평균 크기는 약 20%의 감소율을 보여 산림

경관 요소의 단편화가 다소 심화되고 있어 종조성 및 구

조적 특성이 유사한 패치 간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해 주

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본 연구 

결과는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시숲인 염포산 산림생

태계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있을 것

으로 보이지만, 생태적 이질성이 상존하는 가변적인 도

시숲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한 보

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

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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