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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천축산 자락의 고해발지역에 위치한 4개의 소규모 산지습지 식
물군락의 다양성과 그 분포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서식처 유형과 종조성의 균질성을 고려한 Z.-M. 학파의 식물사회학적 
식생조사 방법에 따라 총 26개의 식생자료가 수집되었다. 우점 상관에 따른 식생 구분과 종조성을 고려한 식생 유형분류
를 통해 9개 단위식생으로 구성된 4개 상관형의 식생 분포가 확인되었다. 진퍼리새-꽃창포군락은 연구지역을 대표하면서 
우점하는 식물군락이다. 인간의 이용 이후 방치된 균질한 입지에 자연천이로 식생이 발달하고 있으나 면적이 좁아 기타 
식물군락의 분포는 드물게 관찰되었다. 습지별 미세지형과 수문환경은 식생의 다양성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확인되었다.

핵심용어 : 중간습원, 습지보호지역, 수생식물, 소택지, 피난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diversity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plant communities in four small mountain wetlands 
located in the high altitude area of Cheonchuk Mountain within the Wangpicheon Basin Ecological Landscape Conservation 
Area in Seo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A total of 26 vegetation data we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Z.-M. 
school's phytosociological vegetation survey method considering the homogeneity of habitat type and species composition. 
Four physiognomic vegetation types composed of 9 syntaxa was confirmed through vegetatio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dominant correlation and vegetation type classification considering species composition. The Iris ensata var. 
spontanea-Molinia arundinacea community is a dominant plant community representing the research area. After human 
use, vegetation is developing through natural transition in a homogeneous location left unattended, but the distribution 
of other plant communities was rarely observed due to the narrow wetland area. The microtopography and hydrological 
environment of each wetland were identified as key factors affecting the diversity and distribution of vegetation.

Key words : Hydric plant, Intermediate wetland, Refugee, Swamp forest, Wetland Conser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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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습지는 지하수위가 지표 가까이에 분포함으로써 영구적 또

는 계절적으로 수분이 포화된 곳이다(Mitsch and Gosselink 

2000). 이러한 수분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 토양의 물리-화학

적 특성은 기타 지역과 구분되며 식생 또한 수분 및 토양 환경

에 적응된 식물종들로 구성된다. 그로 인해 습지는 독특한 생

태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환경에 의존하여 서식하는 생

물종들에게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공간으로 평가된다

(Cylinder et al. 1995). 습지의 기능과 구조, 지리적 위치 등 

여러 특성에 따라 습지는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우리나라에서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대분류 된다(Kwon 

2006, MOE 2010). 산지습지는 내륙습지의 한 유형으로서 하

천, 호수와 분리되어 산지 내에 지형적 특성에 의해 존재하는 

습지를 총칭한다(Kwon 2006; Moon 2006). 산지습지는 지형

학적으로 지형면의 유형과 수문 유출/입에 따라 사면형습지와 

분지형습지로 구분한다(Moon 2006). 식생학적으로는 습지 

내 식생을 유지하는 수분 유입원 특성, 지하수와 지표수의 의

존 정도, 이탄층의 퇴적  정도와 구성식물, 현존식생의 종조성 

등에 따라 산지습지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Miyawaki et al. 

1978, Miyawaki 1984, Mucina and Rutherford 2006). 산지

에 분포하는 산지습지는 다른 유형의 습지와 마찬가지로 산지

대에서 독특한 서식처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생태계의 생물다

양성 증진과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다(Spellerberg 

1992). 물질과 에너지 순환의 매개지이며, 야생생물들에게 중

요한 핵심 서식처 또는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유지/보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평가된다(Murdock 1994, Son 

et al. 2015). 

환경부와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산지습지 발굴조사를 통해 

각각 547개(14.5㎢) 산지습지(Im et al. 2020)와 1,246개(3.1

㎢) 산림습원(KNA 2019)을 목록화 하여 전반적인 분포와 생

물 서식 현황을 보고 하였다. 그 외에 대부분의 연구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대암산용늪, 무제치늪 등의 습지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생물 서식 현황 및 수리‧수문, 지형‧지질‧
토양 특성 등 비교적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 습지보

호지역을 제외한 기타 산지습지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 연구 

사례(Kim et al. 2013, Son et al. 2014)는 제한적으로 보고되

고 있다. 습지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산지습지에 대한 체계

적인 보전 및 관리와 함께 우리나라 산지습지의 전반적인 생

태적 특성 이해를 위해 개별 산지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지습지를 대상으로 한 식생학적연구는 비교적 많은 연구

가 발표되었다(Choi and Koh 1989, Kim and Kim 2003, 

Ryou 2004, Kim and Han 2005, Choi et al. 2012, Ahn et 

al. 2016, Kim et al. 2017, Kim et al. 2018, Cho et al. 

2020). 이들 연구는 개별 산지습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지습지의 전반적인 식생 다양성과 그 특성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의 고

층습원, 중간습원에 대한 식생분류 체계 정립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지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또한, 산지습지의 식생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pH, Ca2+, K+, 지하수위, 미소지형, 이탄층 등에 관한 연구

(Malmer 1986, Gerdol 1995, Anderson and Davis 1997, 

Gerdol and Bragazza 2001, Bragazza et al. 2005)와 그와 관

련된 국내연구(Kang 1970, Ryou 2004, Son 2015) 사례도 있

으나, 개별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식생 유형과 서식처 환

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천축산은 우수한 지형경관과 야생동ᆞ식물의 서식지 특성으로 

인해 2006년 지정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핵심

지역이며, 산지 정상부에 소규모 습지가 분반상(patch)으로 분

포하고 있다(DREO 2006, 2007). 지형학적으로 사면형과 분

지형의 두 가지 습지 형태가 모두 관찰되며, 중간습원의 주요 

지표식생인 진퍼리새 우점군락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NIER 2012, Shin and Kim 2017). 습지는 해발고도 

470-560m 일대에 분포하며, 고유의 지형과 수문체계를 바탕

으로 지역 생태계의 온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천축산의 산림식생, 식물상, 보호종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 

현황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Uljin 2001, 

DREO 2006, 2008, NIER 2012, NIE 2017). 산지습지의 퇴

적물 특성에 관한 연구(Shin and Kim 2017)를 제외하면 대부

분 단순 현황 파악 정도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서 보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지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이 가능한 식생학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천축산 산지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에 대한 종

합적 이해와 분석을 위해 식생의 다양성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성 식생에 대해 군락구조, 군락동태, 군락생

태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축산 산지습지의 위협

요인과 습지 보존 및 생태학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천축산 산지습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왕피리 왕피천 유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북쪽 경계인 울진군 서면 왕피리의 천축산 남사면 

일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Fig. 1). 총 4개의 습지는 

36°55′59.7″N ~ 36°55′42.6″N, 129°16′46.7″E ~ 

129°18′18.9″E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470-560m 범위의 완

만한 비탈면 지형에 위치해 있다(Shin and Kim 2017). 습지의 

면적은 각각 1,854.9㎡, 2,491㎡, 1,701㎡, 2,814.4㎡ 등으로 크

지 않은 면적의 습지들이다. 

천축산 산지습지는 수원 공급의 유형분류(Moon 2006)에 

따라 A, C, D 습지는 완사면의 계곡부에 위치한 사면형 습지

로 분류되며, B 습지는 산지 능선부에 위치한 분지형 습지이

다. 연구지역 일대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화강편마암 

지질권이며, 주요 구성암질은 흑운모편마암이다(Yun and 

Shin 1963). 연구지역의 기후는 인접한 울진군 관측지로 부터 

연평균기온 12.6℃, 연평균강수량 1,119.0mm 가 측정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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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지 해발고도 차(약 421m)를 표준대기단열감율을 적용하

였을 때 연평균기온이 9.86℃로 강원도 인제군과 비슷한 기온

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식생지리학적 기후는 냉온대 

낙엽활엽수림대에 위치하며, 강우의 편향성 및 우점식생은 대

륙성 기후의 특성을 뛰고 있다(Suzuki and Suzuki 1971, Kim 

2006).

현장 식생조사 및 군락분류는 Z.-M.학파의 전통적인 식물

사회학적 방법에 따라 서식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식물사회

의 종조성과 균질성, 서식처와의 대응성이 드러나도록 실시하

였다(Bran-Blanquet 1965, Kim and Lee 2006). 식생조사구 

내 식생구조를 파악하여 각 층별로 출현식물종을 기재하였으

며, 9등급 변환통합우점도(Westhoff and van der Maarel 

1973)를 활용하여 수리분석을 통한 개개 종의 양적평가를 실

시하였다. 현장에서 획득한 식생자료는 상관분류를 통해 모둠

화 하고 서식처 대응 종조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표작업

(table work)을 통해 분석하였다. 단위식생(syntaxon)의 종조

성적 특성 비교를 위해 출현종의 상대기여도(r-NCD)를 분석

하였다(Kim and Manyko 1994). 단위식생의 추출은 군락분

류체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분류된 단위식생은 통합분류방법(Becking 1957)을 통해 수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

리분석은 집괴분석(clustering analysis)과 좌표결정법(ordin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군락 간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식생정보의 

순차척도 분석을 위해 SYN-TAX 2000(Podani 2001)을 활용하

였다. 집괴분석은 UPGMA 함수로 계층적 집괴분석을 수행하였

다. 거리 산출은 Euclidean distance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질도(dissimilarity)를 기준으로 식물군락을 분류하여 분석 하

였다. 좌표결정법은 군락을 구성하는 식물종 분석을 통해 환경

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PCoA(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가 이용 되었다. 조사구간 유사도 측정은 Euclidean 

distance 계수가 이용되었다.

식물종의 기준명은 국가생물종목록(NIBR 2020)을 기준으

로 하였으며, Lee(1996 a, b), Lee(2003)를 참고하였다. 출현

종 가운데 습지생태계를 구성하는 관속식물의 구성비는 

Choung et al.(2012)의 관속식물 유형분류를 따랐다.

3. 결  과

3.1 식물군락의 다양성

천축산 산지습지를 구성하는 식생은 서식처 특성 및 종조성

에 따라 총 4개 상관식생형(소택림, 중간습원식생, 빈영양습지 

왜생초본식생, 저층습원식생)의 9개 단위식생으로 분류되었다

(Table 1). 이들 식생은 총 37과 56속 73분류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습지식생 구성종이 54.8%(40taxa), 산지식생 구성종

이 45.2%(33taxa)이었다. 천축산 산지습지를 대표하는 식생은 

오리나무-진퍼리새군락, 도깨비사초-기장대풀군락, 진퍼리새

-꽃창포군락 등으로 지역의 독특한 수리‧수문 특성과 식생천

이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1.1 소택림(swamp forest)

오리나무-진퍼리새군락(Molinia japonica-Alnus japonica 

community)은 천축산 산지습지의 유일한 소택림 형의 단위식

Fig. 1. The location of Cheonchuksan(Mt.) mountain wetland. The site A, B, C, D wa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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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오리나무, 진퍼리새, 산뚝사초 등에 의해 구분되었다

(Appendix 1). A 습지에서만 소규모(약 30×30㎡)로 분포하

고 있었다. 식생구조는 3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군락의 

수관층을 우점하는 오리나무는 수고 14m, 최대 흉고직경은 

25cm 내외이다. 관목층에서도 오리나무가 우점종으로 출현하

며, 병꽃나무, 국수나무, 소나무, 산초나무, 생강나무 등의 습

윤지 임연성 종과 산지식생 구성종들이 혼생하는 것이 특징이

다. 초본층은 진퍼리새가 단순우점하는 양상을 보이며, 기타 

출현종은 빈도와 피도가 매우 낮았다. 

3.1.2 중간습원식생(intermediate moor)

도깨비사초-기장대풀군락(Isachne globosa-Carex dickinsii 
community)은 도깨비사초, 기장대풀, 물매화, 끈끈이주걱 등

에 의해 구분되었다(Appendix 1). 수관이 형성되지 않은 개방

된 입지로, 평균수심이 1-3cm로 지속되고 있는 과습입지에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본 단위식생은 수위의 변동 정도에 따라 

전형군락(typicum)과 큰방울새난하위군락(Pogonia japonica 

subcommunity)으로 구분되었다. 전형군락은 항상 일정한 수

심이 유지되는 입지인 반면, 하위단위인 큰방울새난하위군락

은 갈수기에 토양이 노출되는 상대적인 고수위 입지이다. 이들 

군락은 식물체 및 토양퇴적으로 인해 약하게 돌출된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배수가 양호하여 침수빈도가 낮다. 큰방울

새난, 잠자리난초, 물이끼류(Sphagnum sp.)에 의해 전형군락

과 구분되었다. 주요 토양은 식양토 또는 식토로 주변으로부터

의 물리적 교란이 약한 입지로 고려되며, 모래 함량도 낮았다. 

A, C, D 습지에서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D 습지에서는 우점

상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군락 중 자연적 부영양화가 진행

된 입지에서는 기장대풀의 우점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완만한 경사의 퇴적지에서는 도깨비사초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단층의 식생구조를 보였으나 사초기둥(tussock)을 

형성하는 도깨비사초를 중심으로 세력권 점유가 활발히 이루

어지며, 평균 출현종은 11분류군으로 기타 식생형에 비해 다

양성이 높았다.

달뿌리풀-물고추나물군락(Triadenum japonicum-Phragmites 
japonica community)은 달뿌리풀과 물고추나물을 진단종으로 

구분되었다(Appendix 1). 습지 주변 사면부 상부지역의 완경

사지대에 소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강우에 의한 수위증

가 시 지형적 특성에 따라 유속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산지습

지 입지가 대부분 수직적 물흐름의 영향을 받는 반면, 본 입지

는 수평적 물흐름이 형성되는 입지이다. 토양환경은 사질토양

이 주를 이루며, 자갈과 같은 굵은 입자의 퇴적물이 혼재한다. 

본 군락은 식생 발달 초기에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으나, 매

년 식생 고사체가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이탄층이 점차적으

로 발달되어 진퍼리새 우점군락이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산지습지에서 식생에 대한 물리

적 교란 강도와 빈도가 하류지역에 비해 상류지역이 높아 습

지 내에서 이들 식생은 사면상부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진퍼리새-꽃창포군락(Iris ensata var. spontanea-Molinia 
japonica community)은 진퍼리새, 꽃창포, 좁쌀풀 등을 진단

종으로 구분되었다(Appendix 1). 진퍼리새가 높은 피도로 우

점하는 군락으로 천축산 산지습지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

는 대표군락이다. 습지 내부의 평지에서부터 완경사지에 이르

는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며, 배수가 양호하고 강우의존적인 침

수를 보이는 입지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달뿌리풀-물고추

나물군락에 비해 토양 내 진흙의 구성비가 높으며, 진퍼리새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종의 고사체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두꺼운 

낙엽부식층과 이탄층을 형성하고 있다. 1.5m 내외의 식생고를 

형성하는 진퍼리새의 높은 우점상황과 낙엽부식층의 깊은 퇴

적, 외부로부터의 종유입이 제한되는 수리적 환경 등에 의해 

군락 구성종 다양성과 출현빈도는 매우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참삿갓사초군락(Carex jaluensis community)은 참삿갓사초

를 진단종으로 구분되었다(Appendix 1). 산지사면 상부지역의 

함몰지형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B 습지의 습지 하류부에

서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습지 최하류부에 위치하며, 

습지를 통과한 지하수 및 지표수가 계곡부로 유출되기 전 집

수되는 지역으로 연중 과습한 수분환경이 유지되는 입지이다. 

습지의 폭이 좁아지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주변부로부터 산

지 토양이 높은 빈도로 퇴적되는 지역이다. 토양 내 낙엽부식

층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립질 토양의 함량이 극히 제한적이

다. 완만한 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달뿌리풀-물고추나물군락

과는 달리 수위 증가 시 유속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입지에 

대한 물리적 교란이 적은 안정적인 서식처이다. 주변 입지로부

터 유입/퇴적된 마사토 함량이 높은 지역으로 참삿갓사초가 

단순우점하며, 출현종이 2종으로 종다양성이 매우 낮은 식생

이다.

Table 1. Diversity of physiognomy and syntaxa of mountain wetlands in Cheonchuksan(Mt.)

Physiognomy Syntaxa

Swamp forest Molinia japonica-Alnus japonica community

Intermediate moor

Isachne globosa-Carex dickinsii community

Triadenum japonicum-Phragmites japonica  community

Iris ensata var. spontanea-Molinia japonica community

Carex jaluensis community

Osmunda cinnamomea var. fokiensis community

Dwarf herb community  on oligotrophic moor Utricularia bifida-Rhynchospora fujiana community

  Low moor
Schoenoplectus hotarui community

Carex heterolepi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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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고비군락(Osmunda cinnamomea var. fokiensis community)

은 산지대 반그늘 빈영양습원에 출현하는 꿩고비를 진단종으

로 구분되었다(Appendix 1). 습지와 산지식생의 가장자리에 

대상(帶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다층의 산림식생에 의해 형

성된 반그늘 입지의 완경사 지대에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낙엽층이 두껍게 발달해 있으며, 토양은 양토 또는 사질양토가 

주를 이루었다. 습지 주변부에 위치하여 습윤한 토양환경이 유

지되며, 산림식생 수관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연중 냉습한 

미기후가 유지되는 입지이다. 습지식생과 산림식생의 전이대

에 위치하여 그늘사초, 나비나물, 선밀나물 등의 산림식생 구

성종이 혼재되어 출현한다.

3.1.3 빈영양습지 왜생초본식생

좀고양이수염-땅귀개군락(Utricularia bifida-Rhynchospora 
fujiana community)은 좀고양이수염, 땅귀개를 진단종으로 구

분되었다(Appendix 1). C, D 습지 내의 소규모 선상지형에 군

락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습지 내에 분포한 물골 주변부

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교란 및 퇴적물

의 유입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안정적인 입지이다. 입지 토양은 

이탄 및 미립질의 토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식생 형성시기 대

부분의 기간에 수위가 유지되는 과습한 입지이며, 토양 내 낙엽

층 및 부식층이 발달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표토층까지 빛이 

도달하며, 땅귀개, 흰개수염 등 소형의 습지식물이 혼생하고 있

다. 수문환경 변화, 답압과 같은 인위적 교란에 매우 취약한 식

생이며, 진퍼리새, 달뿌리풀 등의 고경초본식생 확장과 같은 자

연적 교란에 의해서도 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3.1.4 저층습원식생

좀올챙이골군락(Schoenoplectus hotarui community)은 

10~20cm 깊이의 수심이 존재하는 웅덩이 입지에 분포하고 

있었다. 군락 진단종은 좀올챙이골, 올미, 가래 등이었으며, 

좀올챙이골이 높은 피도로 우점하였다(Appendix 1). 상대적

으로 낙엽층의 부식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낙엽부식층 및 이탄

층의 발달이 빈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군락 내 퇴적물이 증가

하거나 수심이 저하될 경우 진퍼리새, 달뿌리풀, 도깨비사초 

등 산지습지 주요 구성종의 출현빈도와 피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비늘사초군락(Carex heterolepis community)은 산비늘사

초와 쉽싸리를 진단종으로 구분되었다(Appendix 1). 습지 내 

물골 가운데 물리적 교란이 빈번한 입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

다. 사초기둥을 형성하는 산비늘사초 주변부로 쉽싸리, 개발나

물, 처녀고사리 등이 혼생하여 군락을 이룬다. 국내 산지계곡

부 또는 하천 상류지역의 수변부에서 군락을 이루는 산비늘사

초군락은 입지 내 퇴적물의 빈번한 변화와 수위 증가에 따른 

범람이 발생되는 입지에서 군락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you 2004). 또한 일본의 경우 화산 기원 산지 평탄지의 저

층습원에서 갈대와 함께 군락을 이루어 갈대-산비늘사초군집

의 표징종으로 고려되고 있다(Miyawaki and Okuda 1990).

3.2 식생 서식환경 분석

현장 식생자료를 이용한 집괴분석(clustering analysis) 결과 

천축산 산지습지의 단위식생 간 이질도(dissimilarity)는 10에

서 9개 식생 유형으로 구분되었다(Fig 2). 각 그룹은 현장 식

생조사표의 종조성 및 서식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진단종

에 의해 구분된 단위식생 특성과 일치하였다. 전체 습지를 대

표하는 진퍼리새-꽃창포군락, 도깨비사초-기장대풀군락은 상

대적으로 많은 조사표를 바탕으로 군락이 구분되었으며, 다양

한 군락 구성종의 종다양성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사

도로 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미소입지의 범람빈도에 의해 

Fig. 2. Dendrogram of hierarchical clustering using similarity ratio showing four community types in different sites(plot 1-26) of the
study area. The vertical axis of the dendrogram represents the distance or dissimilarity between labeled clusters and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he sampled site clustering in nine branches(relevé numbers(1~26) show such as 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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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rdination analysis by species composition with syntax. 
Data analysis with cover abundance of original relevés of syntax. 

Acronyms for described syntax are shown in Appendix 1.

구분되었던 큰방울새난 하위군락의 경우 진단종으로서의 선정

과 분류는 가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우점정도에 의해 집

괴분석 내에서 특징적인 그룹을 형성하지는 않았다(Fig. 2).

좌표결정 분석은 집괴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식물군락별 종조성의 유사성에 따른 좌표결

정 결과를 환경요소(미세지형, 수분환경, 토양환경, 교란요소 

등)와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수분환경과 침수범람의 빈도 

및 주기가 습지 내 단위식생의 형성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습지 식생의 제1축은 음의 값에 오리나무-진퍼리새군락, 진

퍼리새-꽃창포군락 등의 상대적으로 높은 식생형을 가지며, 

토양 내 식물사체의 퇴적량이 많은 건조한 식생형이 위치하고 

있다. 반면, 양의 값에는 도깨비사초-기장대풀군락, 좀고양이

수염-땅귀개군락, 좀올챙이골군락 등 낙엽부식층 및 식물사체 

퇴적량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하게 유지되어 수위에 의

해 항상 과습한 환경이 유지되는 왜생형(矮生型)의 식생형들이 

위치하였다. 제2축은 양의 값에 오리나무-진퍼리새군락, 도깨

비사초-기장대풀군락, 진퍼리새-꽃창포군락 등 수위 증가에 

따른 범람의 빈도 및 주기가 높지 않은 식생형이 위치하고 있

다. 음의 값에는 산비늘사초군락, 좀고양이수염군락, 좀올챙이

골군락, 참삿갓사초군락 등 상대적으로 함몰지 입지에 분포하

는 식생형으로 범람의 빈도와 주기가 높은 입지에 서식하는 식

생형인 것으로 판단된다(Kim and Kim 2003, Ryou 2004).

4. 고  찰

천축산 산지습지는 4개 습지 모두에서 물이끼류(Sphagnum 

spp.) 및 식충식물, 진퍼리새 등이 대표적인 식생을 이루고 있

는 전형적인 중간습원(intermediate moor)으로 확인되었다

(Kim and Lee 2006). 일부 습지에서는 계단상 지형, 수로, 이

랑, 논둑 등의 과거 농경 흔적이 확인되며, 1970년대 이후 항

공사진 분석에서도 약 40여년의 휴경으로부터 형성된 묵논습

지인 것으로 확인된다(Shin and Kim 2017). 특히 이들 지역

이 산지 습지로 그 수문체계가 유지되고 습지식생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산지 능선부에 위치한 완만한 평탄지형과 불투수층 

기반암의 존재, 지질을 기반으로 한 배수가 어려운 미립질의 

토양 형성, 그리고 농경을 위해 조성한 인위적 논둑 및 석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천축산 습지는 연구결과와 같이 진퍼리새-꽃창포군락, 도깨

비사초-기장대풀군락, 좀고양이수염-땅귀개군락, 오리나무-

진퍼리새군락 등 중간습원식생(Yoshioka 1974, Fujita and 

Kikuchi 1984)을 대표하는 식생이 우점 하고 있다. 이들 식생

은 국내에 분포하는 산지습원 가운데에서도 그 출현 빈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며, 고유의 독특한 서식환경을 형성하고 있

어 지역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습지 내 출현 군락의 식생보전

등급을 평가할 때에도 절대감시 2급 국가식생자원(Kim et al. 

2012)으로 평가되는 오리나무-진퍼리새군락, 진퍼리새-꽃창

포군락 등이 습원의 대표적인 군락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국가

적 보전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식생임을 확인할 수 있

다. 현재 유사한 식생 다양성과 분포 경향을 보이는 울산 무제

치습원, 양산 신불산습원의 경우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

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고 있다(Kim and Kim 

2003, Kim and Han 2005, MOE 2018). 

특히 본 습지를 포함한 왕피천 일대는 지역 내에서도 높은 

생태계 자연성과 기여도를 지닌 지역으로 평가되어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들 습원식생의 존재는 지역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이웃하는 생태계에 있어서 고유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서식처(keystone 

habitat)이자 피난처(refugee)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습지대 일대에서 발생되는 물골의 발달과 그로 

인한 습원 수리‧수문환경의 변화, 과거 조성된 완만한 지형 및 

수문조절 구조물(논둑, 수로 등)의 변화, 기후변화와 더불어 

발생되는 집중 강우와 그로 인한 습원의 범람체계 변화 및 지

형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발생되어 습지

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습지 내 일부 지역에서 산림식

생 및 임연식생과 이들 구성요소들의 분포가 확인되며, 돌출지 

및 핵석 등의 미소건조환경을 따라 점차적인 확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습지 내 풍부한 수량과 연중 지속되는 

습윤한 토양환경, 오랜 기간 퇴적에 의해 형성된 이탄층의 발

달로부터 존재해 온 미소식생형(도깨비사초-기장대풀군락, 좀

고양이수염군락, 좀올챙이골군락 등)들은 그 면적이 급격히 축

소되거나 위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천축산 산지습지는 구성 식생의 다양

성과 특성을 고려할 때 높은 보호의 가치를 가진다. 특히 지역 

생태계 다양성과 지리적 희소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습지의 

존재가치는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평가 되어

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습지가 최근에 직면한 쇄굴, 

가뭄, 육상화 등의 다양한 위협은 습지의 고유한 특성과 현재

의 식생을 교란하거나 소실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현재의 습지 생태계가 본래의 고유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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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도록 B, C 습지는 유지 및 보존, A, D 습지는 복

원시키는 등의 일련의 보전생태학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류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습지 고유의 식생 복원과 유지를 위한 보전전략의 수립과 적

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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