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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노각나무 자생지 가운데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군락을 분류하고, 방형구법

을 사용하여 구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각나무군락은 고로쇠나무하위군락, 소나무하위군락, 사람주나무하위

군락, 노각나무전형하위군락으로 구분되었다. 노각나무는 주로 계곡 주변에 국지적으로 분포하였으며, 토양특성은 유

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K, 치환성 Ca, 치환성 Mg, 양이온치환용량(CEC)의 함량이 14.31~34.27%, 0.33~0.77%,

7.83~22.88(mg/kg), 0.23~1.07(me/100 g), 0.29~2.93(me/100 g), 0.33~1.49(me/100 g), 10.47~22.48(me/100 g)이며, pH는

4.65~4.96으로 약산성토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로쇠나무하위군락은 해발고가 가장 높고, 전질소, 치환성 Ca, Mg

의 함량이 높은 입지에 분포하였으며, 소나무하위군락은 해발고가 가장 낮고, 전질소, 치환성 Ca, Mg의 함량이 가장

낮은 입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vegetation and soil characteristic, and ordination of Stewartia

koreana community. The Stewartia koreana community was classified into Acer mono subcommunity, Pinus

densiflora subcommunity, Sapium japonicum subcommunity, and Stewartia koreana typical subcommunity. In the

study sites, soil organic matter, nitrogen, available phosphorous, exchangeable K, exchangeable Ca, exchangeable

Mg concentration, cation exchange capacity, and soil pH were ranged from 14.31~34.27%, 0.33~0.77%,

7.83~22.88(mg/kg), 0.23~1.07(me/100 g), 0.29~2.93(me/100 g), 0.33~1.49(me/100 g), 10.47~22.48(me/100 g),

and 4.65~4.96, respectively. The area of the Acer mono subcommunity, found in highlands, showed that

contained the highest organic substances, nitrogen, available phosphorous, and cation exchangeable capacity

concentration among the communities. The low elevation regions where the Pinus densiflor subcommunity is

formed, showed the lowest concentrations of exchangeable Ca, and Mg. 

Key words : Stewartia koreana community, Phytosociological, DCCA ordination

서 론

차나무과(Theaceae)에 속하는 노각나무속은 세계적으로

약 30종이 동아시아에서 북미 동부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

며, 대부분이 중국에 분포하고, 한국과 일본에 3종, 미국

에 2종이 분포한다(Stevens et al., 2004). 우리나라에는 노

각나무 1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낙엽활엽교목으로 꽃은

6~7월에 동백꽃 모양의 하얀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든다. 수피 또한 부분적인 박리 현상으로 인해 광

택이 나며 아름다워 비단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수

피가 사슴의 뿔을 닮았다 하여 녹각나무로 불리기도 하였

다. 내한성 및 내음성이 강하고 공해에도 잘 견디는 수종

으로 가로수 및 조경수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장진성 등(2001)은 2001년에 제안된 IUCN 적색목록의

범주와 기준을 이용하여 노각나무를 위협종(EN)으로 평

가하였는데, 노각나무는 목각이나 가구 등을 위한 이용도

가 높았기 때문에 현재 개체군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감

소(감소율 10%)한 결과를 고려하였고 분포영역과 점유면

적도 또한 1% 정도의 지속적인 감소를 예상한 결과라고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노각나무에 대한 조경 및 원예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타결된 생물종 다양성협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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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래에는 유전자원의 확보 및 개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

성된 산림식생은 환경에 적응한 종이 우점하며,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식생의 구조적 특성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

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식생구조와 입지환경을 파

악하는 것은 식생구조 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각나무 생육지의 식생구조를 파악하

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과 수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원보존은 물론 육종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생태적인 측

면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노각나무 자생지로 보고된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운문산, 지리산, 조계산, 남해 금산지역과 기존에

보고된 바 없는 월출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노각나무 자생지의 기후 분포는 조사지역과 가장 가까

운 곳에 위치하는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난 3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Table 1). 

2. 식생조사 및 분석 

본 조사는 2006년 8월 2007년 9월 사이에 노각나무 자

생지 중 인위적인 교란이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소백산을 비롯하여 속리산, 가야산, 운문산, 지리산, 조

계산은 20×20 m 크기의 조사구를 설치하였으며, 조사구

대부분이 암반 지역인 월출산과 조사구가 산 정상부에 위

치한 남해 금산에서는 15×15 m 크기의 조사구를 설치하

였다. 노각나무군락이 가장 큰 소백산지역은 11개의 조사

구를 설치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각각 3개씩의 조사구를

설치하였다. 각 조사구에서 출현하는 종 가운데 흉고직경

2 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매목 조사를 실시하여 Curtis

and Mclntosh(1951)의 방법에 따라 중요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식물사회학적 조사를 위하여 출현종을 교목층, 아교

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수관층별로 식생을 기

록하고 평균 식생고를 측정하였다. 조사구 출현종의 우점

도는 Braun-Blanquet의 우점도 7등급을 변형한 Dierssen

(1990)의 9등급을 적용하였다.

3. 토양 분석

토양 시료는 각 조사구에서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깊이

0~10 cm에서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토양은 자연 건조한 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농촌진흥청, 2000). 토

양 중 유기물함량은 Wakely-Black wet oxidation법으로 분

석하였고, 토성은 hydrometer법을 이용하여 sand, silt, clay

의 비율을 구한 후 미농무성법에 의해 분류하였다. 토양 pH

는 1 : 5로 희석한 후 측정하였고, 전질소함량은 micro-

Kjeldahl법으로, 치환성 K, Ca, Mg는 1 M ammonium

acetate로 침출 시킨 후 ICP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양이온치

환용량(CEC)을 구하였으며,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분

석하였다.

4. Ordination 분석

Ordination 분석은 CA(correspondence analysis)의 확장인

DCCA(detrended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를 사

용하였으며(Hill, 1979; Hill and Gauch, 1980), 자료의 분석

은 Ter Braak(1987)의 CANOCO program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물사회학적 군락 분류

총 35개의 조사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

체 조사구에서 출현한 170종을 표작성법으로 분석한 결

과 본 조사지역의 노각나무군락은 고로쇠나무하위군락,

소나무하위군락, 사람주나무하위군락, 전형하위군락으로

구분되었다(Table 2).

1) 고로쇠나무하위군락

구분종: 고로쇠나무, 함박꽃나무, 산수국, 피나무, 들메

Table 1. Meteorological data of 1971 to 2000 in the studied regions.

Meteorological station
(Site)

Mean Temperature
(oC)

Max Temperature
(oC)

Min Temperature
(oC)

Precipitation
(mm)

Relative Humidity
(%)

Yeong-ju (Mt. Sobaeksan) 11.2 29.6 -8.6 1,237.0 67.6

Bo-eun (Mt. Songnisan) 10.7 29.4 -9.6 1,260.2 72.1

Hap-cheon (Mt. Gayasan) 12.7 30.4 -6.2 1,238.6 68.9

Mir-yang (Mt. Unmunsan) 13.0 30.6 -6.0 1,234.0 69.7

San-cheong (Mt. Jirisan) 12.7 30.3 -4.8 1,479.1 68.0

Sun-cheon (Mt. Jogyesan) 12.5 30.7 -5.3 1,487.6 71.6

Mok-po (Mt. Wolchulsan) 13.8 30.1 -1.4 1,125.1 73.3

Nam-hae (Mt. Kumsan) 14.0 30.1 -2.7 1,789.5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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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ized table of Stewartia koreana community using ZM school's method. 

A : Acer mono subcommunity
B : Pinus densiflora subcommunity
C : Sapium japonicum subcommunity
D : Typical sub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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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매화말발도리

고로쇠나무하위군락은 총 16개 조사구가 포함되었으며,

모두 지리산지역과 소백산지역에 해당한다. 해발고

500~1,100 m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노암율이 약

60%로 다른 군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계곡 주

변의 전석지역으로 약 30o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국지

Table 2. Continued.

The other species (almost accidental species) were omitted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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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사면은 북서~북동사면 사이이고

평균 출현종수는 26종이었다. 

교목층은 70~95%의 높은 피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

부분 노각나무가 우점도 2B~4로 분포하였고, 신갈나무와

서어나무가 함께 경쟁하고, 개박달나무, 들메나무, 고로쇠

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아교목층의 평균피도는 62%로 노

각나무가 2A~3의 우점도를 보이며, 함박꽃나무, 쇠물푸레,

당단풍, 철쭉, 쪽동백 등이 혼생하고 있었다. 관목층의 경

우 아교목층과 교목층이 울폐되어 평균 피도율이 40% 정

도의 다소 낮은 피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함박꽃나무, 생

강나무, 노각나무, 조릿대, 철쭉 등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지리산 피아골의 계곡부에 노각나무군락이 국지적으로 발

달하였으며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과 혼효하

고, 아교목층에 때죽나무, 비목나무 등이 출현하며, 관목층

은 생강나무가 우점한다는 보고(김준선 등, 1991)와 같은

경향으로 판단된다. 초본층도 25%의 낮은 피도를 보이며,

산수국이 우점하였고, 노각나무 생강나무, 지리대사초,

새, 그늘사초, 조릿대 등이 출현하였다. 피나무와 들메나

무, 산수국 경우 군락식별종으로 타 군락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2) 소나무하위군락

구분종: 소나무, 고깔제비꽃

소나무하위군락은 총 7개 조사구가 포함되며, 가야산,

월출산, 남해 금산, 속리산지역에 해당한다. 조사구는 해

발고 270~710 m 사이에 분포하며, 사면방향은 주로 북동

쪽의 다소 경사가 있는 지형이었다. 평균출현종수는 31종

으로 4개의 군락 중 가장 많은 종들이 출현하였다. 

교목층은 60~90%의 피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나무가

우점도 2A~3으로 분포하였고, 노각나무가 우점도 2A~2B

로 혼생하고 있으며, 굴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출현하였

다. 아교목층이 70%의 높은 피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각

나무, 당단풍, 쪽동백나무가 주로 우점하고, 쇠물푸레, 졸

참나무, 대팻집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관목층은 평균 43%

의 피도로 대부분 조릿대가 우점하고 있으며, 노각나무와

생강나무 등이 산발적으로 출현하였다. 관목층의 조릿대

밀집현상으로 인해 초본층은 25%의 낮은 피도를 나타내

고 있으며, 단풍취, 그늘사초, 지리대사초, 애기나리 등이

출현하였다. 고깔제비꽃은 타 군락에는 출현하지 않은 소

나무하위군락 식별종이다.

3) 사람주나무하위군락

구분종: 사람주나무, 지리대사초

사람주나무하위군락은 총 6개의 조사구로 조계산, 운문

산, 월출산지역이 해당된다. 해발고가 220~570 m 사이로

4개의 군락 중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북동에서 북서

사면에 분포하고 있었다. 평균 37o 급경사 지형으로 평균

출현종수는 29종이었다. 

교목층은 신갈나무와 서어나무가 우점도 2A~4로 분포

한 가운데, 노각나무가 우점도 2A~2B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 피도는 75%이며, 졸참나무, 굴참나무, 개박달나무 등

이 혼생하고 있다. 아교목층의 평균피도는 73%로 노각나

무, 사람주나무가 우점하고, 당단풍, 쇠물푸레, 쪽동백, 서

어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관목층은 평균 84%의 높은 피

도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조릿대가 우점하였고, 간혹 노

각나무가 출현하였다. 특히 조계산 지역은 2 m가 넘는 조

릿대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다. 초본층은 35%의 낮은 피

도로 지리대사초, 그늘사초, 애기나리, 비목 등이 출현하

였다.

4) 노각나무 전형하위군락

총 6개의 조사구가 포함되며 남해 금산, 속리산, 운문산,

소백산지역이 해당된다. 해발고 390~730 m 사이에 분포

하며, 남해 금산의 경우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평균 22종

이 출현하였고, 평균 노암율은 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목층은 76%의 평균 피도를 보이고 있으며, 노각나무

가 우점도 2A~4로 분포하였고, 신갈나무, 서어나무, 졸참

나무, 개박달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아교목층은 평균 피도

가 40%로 당단풍이 우점하였고, 노각나무, 철쭉, 쪽동백,

쇠물푸레, 팥배나무 등이 출현하였다. 관목층은 조릿대가

우점하였고, 노각나무, 생강나무, 덜꿩나무 등이 출현하였

다. 초본층은 개고사리, 단풍취, 새, 애기나리, 그늘사초 등

이 평균 35%의 피도로 출현하였다. 

4개의 하위군락 중 고로쇠나무하위군락이 노각나무의

우점도가 가장 높았으며, 소나무하위군락에서는 소나무와

졸참나무에 의해 상대적으로 우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토양특성 분석

산림토양은 산림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중의 하나로

서 임목의 분포, 생장 및 갱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박관수와 이수욱, 1990) 노각나무 자생지의 토양

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있어서 유기물함량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지배적 역할을 하며, 질소의 대부분

을 공급하고, 유효인산의 50~60%를 공급하며, 양이온치

환용량을 개선시키는 등 토양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인자이다(Brady, 1990). 본 조사지역의 유기물함량은

군락별로 14.30~34.27%로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림토양의 유기물함량 4.49%(정진현 등, 2002)

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각나

무 자생지가 대부분 계곡부의 급경사지로 적습하고,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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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많이 쌓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고로쇠나무하위군

락의 유기물 함량이 34.27%로 가장 높았고, 소나무하위군

락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토양유기물과 밀접한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질소도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치 0.19%(정진현 등, 2002) 보다 높은 값

을 보였으며, 유기물함량과 같이 고로쇠나무하위군락이

0.77%로 가장 높고, 소나무하위군락이 0.33%로 가장 낮

은 값을 보였다. 유효인산의 경우 7.83~22.88 mg/kg으로

모두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함량인 25.6 mg/kg(정진현

등, 2002) 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노각나무자생지의 토양 pH는 4.65~4.96으로 군락별 유

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값인 5.48(정진현 등, 2002)보다도 낮은 약산성 토양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각나무가 유기질 함량이 높은 양

토나 사질양토에서 생육하고 있었으며, 토양산도는 pH 4.6

의 산성토양으로 나타났다는 심경구 등(199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토양 pH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치환성 양이온 K, Ca,

Mg의 경우 4개 군락에서 모두 일반적으로 산림토양에서

치환성 양이온 양이 Ca > Mg > K 순으로 감소한다고 보

고한(河田弘, 1989) 결과와 일치하였다. 

양이온치환용양(CEC) 또한 군락별 차이는 유기물함

량, 전질소함량과 같은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고로쇠나

무하위군락이 22.48 me/100 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나무하위군락이 10.47 me/100 g로 2배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모래, 점토, 미사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토성은

고로쇠나무하위군락이 사질식토, 양질사토로 조사되었

Figure 1. Profile diagram of Acer mono subcommunity of

Stewartia koreana community. The number are; 1: Stewartia
koreana, 2: Magnolia sieboldii, 3: Acer pseudosieboldianum, 4: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5: Quercus mongolica, 6:

Fraxinus sieboldiana, 7: Deutzia glabrata.

Figure 2. Profile diagram of Magnolia Pinus densiflora sub-

community of Stewartia koreana community. The number are;

1: Stewartia koreana, 2: Quercus serrata, 3: Acer pseu-
dosieboldianum, 4: Carpinus cordata, 5: Pinus densiflora, 6:

Carpinus laxiflora, 7: Magnolia sieboldii, 8: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9: Euonymus sachalinensis.

Figure 3. Profile diagram of Sapium japonicum subcommunity

of Stewartia koreana community. The number are; 1: Stewartia
koreana, 2: Quercus mongolica, 3: Betula chinensis, 4: Sapium

japonicum, 5: Pinus densiflora, 6: Acer pseudosieboldianum, 7:

Lindera optusiloba, 8: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Figure 4. Profile diagram of Stewartia koreana typical sub-
community. The number are; 1: Stewartia koreana, 2: Sorbus

alnifolia, 3: Quercus mongolica, 4: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5: Lindera erythroca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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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소나무하위군락은 사질식토, 사람주나무하위군락은

미사질식토, 전형하위군락은 중식토, 양토로 조사되었다.

3. 중요치 분석

전체 조사구에서 출현한 종 가운데 흉고직경 2 cm 이상

의 개체를 대상으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중요치를 분석

하였다(Table 4). 

전체 출현종 68종 가운데 노각나무의 중요치가 53.01로

가장 높았으며, 신갈나무 30.78, 서어나무 20.17, 당단풍

20.04, 졸참나무 17.28, 소나무 15.63, 쇠물푸레 13.60, 철

쭉 13.46 순으로 나타났다. 노각나무군락의 교목층은 노

각나무와 참나무류가 경쟁관계에 있으며, 아교목층은 당

단풍, 쪽동백, 생강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흉고직경급 분석

흉고직경급 분포는 군집의 구조와 생태적 천이과정을

추론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경재 등, 1990)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식물사회학적 분석에 의해 분류된 4개

의 하위군락에서 출현한 종 가운데, 중요치가 높은 6종을

대상으로 흉고직경급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노각나무는 흉고직경 10 cm 이하인 어린 개체와 10~15

cm의 중간 크기 개체의 밀도가 높아 계속해서 우점할 것

으로 예상되며, 신갈나무는 흉고직경이 어린 개체와 큰 개

체의 밀도가 낮고 중간 개체의 밀도가 높은 정규분포형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어 상당기간 우점 할 것으로 예측되나,

관목층에서 밀도가 낮아 점차적으로 중요치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졸참나무는 10 cm 미만의 어린 개체의 밀도가 높아 시

Table 3. Soil properties of the Stewartia koreana subcommunities.

Soil characteristic
Acer mono

subcommunity
Pinus densiflora
subcommunity

Sapium japonicum
subcommunity

Typical
 subcommunity

OM(%) 34.27 14.30 18.08 22.70

TN(%) 0.77 0.33 0.43 0.76

P
2
O

5
 (mg/kg) 22.88 7.83 9.23 9.18

K (me/100g) 1.07 0.26 0.23 0.35

Ca (me/100g) 2.93 0.75 0.29 0.59

Mg (me/100g) 1.49 0.46 0.33 0.36

pH 4.78 4.96 4.65 4.91

CEC (me/100g) 22.48 10.47 11.20 12.12

Texture sandy clay, loamy sand sandy clay silt loam heavy clay, loam

Table 4. Importance value of major tree species in the Stewartia koreana community.

 Species
Relative density

 (%)
Relative frequency

(%)
Relative coverage

(%)
Importance value

(%)

Stewartia koreana 19.60 25.84 7.58 53.01

Quercus mongolica 7.58 18.22 4.98 30.78

Carpinus laxiflora 6.34 9.72 4.11 20.17

Acer pseudosieboldianum 9.91 3.43 6.71 20.04

Quercus serrata 4.59 9.01 3.68 17.28

Pinus densiflora 2.28 10.53 2.81 15.63

Fraxinus sieboldiana 6.18 2.23 5.19 13.60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7.49 0.99 4.98 13.46

Styrax obassia 3.71 0.91 4.55 9.16

Lindera obtusiloba 3.86 0.19 4.11 8.16

Magnolia sieboldii 3.32 1.06 3.46 7.85

Acer mono 1.76 2.33 3.25 7.34

Betula chinensis 1.83 2.88 2.16 6.88

Styrax japonica 1.63 1.51 1.95 5.08

Ilex macropoda 1.12 1.23 2.38 4.73

Sapium japonicum 1.97 0.35 2.38 4.70

Sorbus alnifolia 1.45 0.46 2.60 4.51

Quercus variabilis 0.69 1.55 1.95 4.18

Other species 14.03 6.96 28.48 49.47

Total 100.00 100.00 1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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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면서 점차 중요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

단풍은 10 cm 미만의 어린 개체의 밀도가 높으나, 아교목

층을 형성하는 수종으로 중요치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소나무의 경우 40 cm 이상의 대경목의 밀도가 가장 높으

나, 중경목 이하의 개체가 적어 중요치가 점차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어나무는 소경목에서 중경목까지

거의 한일자(−) 모양의 분포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개체수

가 적어 중요치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흉고직경급 분석결과 노각나무의 천이계열은 소나무군

락에서 참나무류군락으로 진행되면서 노각나무의 중요치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경재 등(1993)이 소

백산 국립공원 희방계곡의 삼림군집 구조 분석을 통해 소

백산지역의 해발 800 m 이하의 교목층 천이계열을 소나

무-졸참나무-서어나무(노각나무)로 예측한 결과와 같은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경재 등(1993)은 노

각나무를 서어나무와 경쟁관계로 동일한 niche에 존재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노각나무의 분포지역이 서어나

무보다 좁으며 분포지역이 제한된 것을 볼 때, 서어나무

와 동일한 niche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반면 이상철(1990)

은 노각나무를 소나무, 참나무류, 서어나무로 진행되는 한

국의 전형적인 산림천이 과정 중 참나무와 서어나무림 중

간 단계에서 출현한 후 순림을 이루지 못하고 쇠퇴하는

수종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소백산지역과 지

리산지역에 해당하는 고로쇠나무하위군락의 경우 교목층

에서 노각나무는 서어나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각나무의 우점도가 증

가하여 극상수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5. Ordination 분석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들 중에서 해발고

와 수분요소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

지역의 해발고, 경사, 방위, 토양의 이화학적특성의 환경

요인들과 노각나무군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ure 5. Distribution of DBH of the major species in the Stewatia koreana community.

Figure 6. Vegetation data of Stewartia koreana community: DCCA (detrended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ordination

diagram with plots (■, ○, △, □)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rrow). The plots are : ■ = Acer mono subcommunity, ○ =
Pinus densiflora subcommunity, = Sapium japonicum subcommunity, □=Typical sub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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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은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분된 4개의 군

락을 대상으로 11개의 환경요인으로 DCCA ordination 분

석한 결과를 I/II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제 1축에서는 전

질소함량, 치환성 Ca, Mg 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제 2축에서는 pH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군락들과 환경 요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고로쇠나

무하위군락은 해발고가 가장 높고, 전질소, 치환성 Ca, Mg

의 함량이 높은 입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

나무하위군락은 해발고가 가장 낮고, 전질소, 치환성 Ca,

Mg의 함량이 가장 낮은 입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람주나무하위군락과 노각나무전형하위군락은 고로

쇠나무하위군락과 소나무하위군락의 중간인 입지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2006년 8월 2007년 9월까지 노각나무 자생지로 보고된

소백산을 비롯하여, 속리산, 가야산, 운문산, 지리산, 조계

산, 월출산, 남해 금산지역의 산림식생에 대해 식물사회학

적 조사 및 방형구법을 실시하였다. 식물사회학적 방법으

로 분석한 결과 노각나무군락은 고로쇠나무하위군락, 소

나무하위군락, 사람주나무하위군락, 전형하위군락으로 분

류되었다. 4개의 하위군락 중 고로쇠나무하위군락이 노각

나무의 우점도가 가장 높았으며, 소나무하위군락에서는

소나무와 졸참나무에 의해 상대적으로 우점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노각나무자생지 토양 특성은 유기물함량과 전질소의 경

우 14.30~34.27%, 0.33~0.77%로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일

반적인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H가 4.65~4.96의

약산성토양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노각나무군락의 중요치 분석결과 노각나무가 53.01

로 가장 높았으며, 신갈나무 30.78, 서어나무 20.17, 당단

풍 20.04, 졸참나무 17.28, 소나무 15.63, 쇠물푸레 13.60

순으로 나타났다. 

흉고직경급 분석결과 신갈나무가 DBH 20 cm 이상에

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이하에서는 노각나무의 밀

도가 높아 천이가 진행할수록 점차 노각나무의 중요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군락별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

로쇠나무하위군락은 해발고가 가장 높고, 전질소, 치환성

Ca, Mg의 함량이 높은 입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나무하위군락은 해발고가 가장 낮고, 전질소, 치환

성 Ca, Mg의 함량이 가장 낮은 입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주나무하위군락과 노각나무전형하위군락

은 고로쇠나무하위군락과 소나무하위군락의 중간인 입지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노각나무자생지의 종조성은 식별된 하위

군락 간에 구성종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해

발고, 토양 비옥도의 차이, 천이의 진행 정도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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