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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희귀식물 및 유용 식물자원의 분포실태와 상층식생의 군집구조

에 따른 하층식생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내 출현하고 있는

관속식물상은 모두 59과 160속 218종류로 확인되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나도개감채, 연령초, 말나리, 노

랑무늬붓꽃, 홀아비바람꽃, 금강제비꽃 등 6종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지역에 걸쳐 대규모

군락지 형태의 분포양상을 나타내는 홀아비바람꽃 등 8종류의 초본종과 소규모 패치상 또는 적은 개체수가 흩어

져 출현하는 나도잠자리난 등 15종류의 초본종이 유용 식물자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금대봉 산림유전자

원보호림의 현존식생은 하층식생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방형구의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유집분석

한 결과 상층식생의 군집은 신갈나무 우점 군집, 일본잎갈나무 우점 군집, 그리고 과거 산림벌채와 풍충성 고산

지대의 영향으로 인한 초본식생 우점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하층식생의 분포양상은 임분 내 상층 및 중층식생의

군집구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란에 따른 입지적 특성과 하층식생의

종 조성의 차이 및 경쟁압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산림유전자원인 주요 하층 식생의 보존

을 위해서 상층식생의 밀도조절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하층식생의 동태 및 생육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 한

후 간벌 등 산림시업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distributional condition of rare plants and useful plant

resources, and to verify distributional patterns of understory vegetation associated with the upper layer's

vegetation structure. Total 59 families, 160 genera, 218 kinds of vascular plants were identified at the study

site including 6 rare plants designated by Korea Forest Service (Lloydia triflora Bak., Trillium kamtschaticum

Pall., Lilium distichum Nakai, Anemone koraiensis Nakai, Iris odaesanensis Y.N. Lee, Viola diamantica

Nakai). Twenty three species of useful plant resources were also identified at the site; 8 of them showed

clustered distributions and the others were prone to scatter. Actual vegetation of this study area consisted of

one natural community dominated by Quercus mongolica Fisch. and three disturbed communities of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 Abies holophylla Max. and/or a herbaceous vegetation resulting from forest

removal and strong wind of mountain top. This classification was strongly supported by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surveyed plot data. Distributional patterns of understory vegetation within forest stand were somewhat

related to overstory vegetation structure, but showed a different tendency according to site condition, species

composition, and competitive pressure among understory veget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important understory components as forest genetic resources, forest treatments such as density control of

overstory should be implanted based on understanding of impact on understory's dynamics and grow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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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백두대간의 능선 축에 위치한 대덕산(1,307 m)과 금대

봉(1,418 m)지역은 금대봉 정상부를 중심으로 한 남동 및

남서사면 일대의 약 14 ha가 희귀식물자생지로서 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 47조에 따라 산림청에 의해 2003

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또한 산

림유전자원보호림을 경계로 하여 금대봉 정상에서 대덕

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북서사면 일대의 약 420 ha에 달

하는 지역도 1993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희귀 야생 동

식물의 집단 서식지로서의 가치 때문에 생태계 보전지역

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의 식물자원조사는 그

동안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인접지역을 중

심으로 한 전체 생태계 조사과정에 포함되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당시에는

금대봉 능선부를 중심으로 모두 115종류의 관속식물상과

말나리와 도라지모시대 등 2종류의 산림청 및 입업연구원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분포가 확인된 바 있다(산

림청, 2007). 강원발전연구원(2004)은 대덕산-금대봉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환경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연구에

서 모두 480종류의 관속식물상과 한국특산식물 19종류,

희귀종 20종류의 확인하였으며, 희귀식물 보호대책으로

인공조림지의 모니터링을 통한 하층식생의 변화관찰과 고

랭지 채소밭의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통

한 야생식물 증식장 및 생태학습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김갑태 등(2003)은 백두대간 대덕산-금대봉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산림군집구조를 조사하여 신갈나무 우점 군

집 등 5개의 군집 유형을 분류하고 종간 관계를 밝힌 바

있으며, 김용식 등(2002)은 태백산, 함백산, 금대봉 및 매

봉산 지역의 관속식물상 조사에서 총 694종류를 확인하

면서 총 22종류의 산림청 및 임업연구원 지정 희귀 및 멸

종위기식물과 4종류의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의 분포를 보고하였다. 

최근 들어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일대는 과거 광

산개발에 따른 산림의 훼손과 인공조림사업 등으로 인한

낙엽활엽수림내 하층식생인 야생화 군락의 변화와 산림

이 훼손된 이후 형성된 정상부 일대의 풍충성 고산초원의

관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주

능선상에 위치하여 증가되고 있는 등산객의 이용압력과

일부 약초 수집자들에 의한 식물자원의 남획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또는

인공적인 영향에 따른 이들 하층식생의 변화에 대한 과학

적인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대책도 거의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임분 내 하층식생은 생태적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

식지를 제공하며 낙엽의 분해와 같은 양료 순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분 내 생물종다양성에 기여하며 그

자체적으로도 주요한 식물종자원으로 알려져 있으며(Robert

and Gillam, 1995), 이들 하층식생의 발생은 종 자체의 산

포능력이나 휴면 특성 등과 함께 상층 식생의 영향을 강

하게 받는데, 상층 식생의 수관 점유에 따른 임내 수분과

빛 조건의 변화 및 낙엽부식질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이규송과 조도순, 2000; Burke et al., 2008). 

일반적으로 교란과 식물군집다양성과의 관계는 중간규

모 교란이론의 발표(Connell, 1978)이후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대체로 중간 규모의 교란이 임분 내 종 다양성이

나 종 풍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층식생은 교란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

에 최근의 임업적 시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 하층식생의

보존이 중요한 문제로 주목되고 있으며(Kern et al., 2006),

인위적 벌채나 산불 등에 의한 상층 식생의 제거도 보편

적인 임분 교란의 한 형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ert and Zhu, 2002). 

교란이 군집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입지생산성에 따

라 다른데(Grace, 1999), 흔히 입지 생산성은 식생 타입과

토양 특성, 그리고 경사 등에 의해 결정된다. 강한 정도의

교란은 군집다양성을 높이나 이는 일반적인 종의 추가를

유발하고 오히려 임내 의존도가 높은 종이나 고유종에게

는 위협을 줄 수 있다(Burke et al., 2008). 특히 고산지역

환경의 내성 범위는 상층 식생의 생활사와 천이계열에 따

른 반응이므로(Widenfalk and Weslien, 2009), 상층수관

발달에 따른 식물종수의 변화와 더불어 어느 정도 안정화

된 임분에서 우점하는 내음성 식물종들의 동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물생육환경의 조절 및 변화에 따른 식물 종 다양성의

변화조사 및 평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

호림과 같이 보호식물종의 감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

하거나 가시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시급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식생의 천이과정에 따

른 하층식생의 동태 또한 변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

정에 대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나 개체군 동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금대봉 일대의 유전자원인 식생들을 보호 관리하

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교란의 역사, 상층식생의 발달 단

계 및 해당 초본 종의 생태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

어야 하며 특히 상층 식생 변화에 따른 초본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대봉 일대의 산림유전자원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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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용식물자원을 파악하고, 주요 하층 식생의 분포양상

을 상층식생의 군집 특성과 비교분석하여 산림식생의 천

이과정에 따른 하층식생의 동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체

계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관속식물상 조사

금대봉 일대 해발 1,000 m 이상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경로를 설정하고(Figure 1), 2007년

3월의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1차(5월 6일), 2차(6월 24일-

25일), 3차(10월 10일-11일), 4차(11월 10일)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자료와 현지조사원의 주기

적인 조사 자료 등을 기준으로 대한식물도감(이창복, 1980)

을 사용하여 관속식물상을 동정하였으며, 또한 산림청 지

정 희귀식물 목록 및 주요 야생초화류의 계절적 분포특성

과 자원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2. 식생군집의 조사분석

연구대상지인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의 기상

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태백시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인접

한 동해기상대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태백시의 연평

균기온은 8.5oC로 대관령 다음으로 낮고 인근의 원주, 삼

척에 비해 2.5~4.0oC 낮다. 겨울철 최저기온의 평균은 영

서내륙의 춘천, 원주지방에 비해 1.0oC, 평균기온은 1.5oC

정도 낮으나 해발고도에 비해 높고, 여름의 평균기온은

19.0oC, 최고기온의 평균은 24.0oC 정도로 영서내륙지방보

다 4.0oC 정도 낮으며 열대야 현상도 없고 매우 쾌적한 편

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 mm로 우리나라 평

균수준이며 삼척, 원주와 비슷하지만 겨울철에는 동쪽에

위치한 1,200 m 내외 높이의 산들이 북동기류 유입을 막

고 있어 영동해안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한편, 상층수관의 차이에 따른 하층식생의 군집구조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층식생의 우점종이 균질

한 임분을 대상으로 식생구조와 입지의 특성을 고려한 다

양한 크기의 방형구를 설치한 후 식물상 조사시기(2차-4

차)와 병행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비교적 임분

교란이 적고 식생층의 높이가 발달한 임분의 경우 20 m

×20 m(400 m2)크기의 방형구 4곳(신갈나무 우점식생-A1,

A2, A4, 일본잎갈나무 우점식생-A3), 신갈나무 우점식생

으로서 간벌로 인한 임분교란이 있거나 정상부의 급경사

지에 입지한 임분의 경우 10 m×10 m(100 m2)크기의 방

형구 5곳(교란임분-B1, B2, 정상부 급경사지-B3, B4, B5),

신갈나무 우점식생으로서 임도에 인접하며 전석지가 발

달하나 교란이 비교적 적은 임분의 경우 10 m×10 m(100

m2)크기의 방형구 1곳 (B10), 상층식생이 제거된 채 일부

치수와 고산성 초지가 우점하는 교란 임분의 경우 10

m×10 m(100 m2)크기의 방형구 4곳 (B6, B7, B8, B9),

그리고 신갈나무 우점식생으로서 동사면 급경사지에 위

치하고 개체밀도가 높은 임분의 경우 40 m×40 m(1,600

m2)크기의 방형구 1개(CT)를 각각 설치하였다. 각 방형구

별로 고도, 방위, 경사, 수관층의 높이와 피도 등 물리적

입지 특성과 교목층 및 아교목층의 목본수종(DBH 2 cm

이상)에 대해서는 수고와 흉고직경, 관목층의 목본수종에

Figure 1. Key and location map of study site in Mt. Geumdae's protected area for forest genet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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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수고와 피도(수관투영면적), 그리고 초본층은 식

물종별 상대피도를 측정하였다.

식생군집의 구조분석을 위해 표본추출한 방형구의 식

물종조성과 흉고직경-흉고단면적에 기초한 상대피도 등

식생요인과 입지환경요인을 자료행렬표로 정리하였다. 군

집의 분류는 식물종과 상대피도의 값(흉고직경 2 cm 이

상의 목본식물의 경우 흉고단면적, 나머지는 수관투영면

적 적용)을 기준으로 정성적, 정량적인 자료분석에 적합

한 유사도 지수(Euclidean distance)를 계산하여 비가중산

술평균법(UPGMA, Unweighted pair group mathematical

average)에 의한 유집분석(Cluster analysis)방법으로 수행

하였다. 또한 상층식생의 특성에 따른 하층식생의 분포양

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Shannon-Weaver의 종 다양도와 균

재도, 상대피도에 의한 우점도 등을 분석하였다(Kent, M.

and P. Coker, 1992). 모든 자료의 수리적 분석은 다변량

식생분석 통계프로그램인 MVSP(Multivariate statistical

package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Kovach, W. L., 1998).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에서 자생하는 관속식

물종은 모두 59과 160속 218종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금

대봉 정상부 일원의 매우 협소한 면적과 약 200 m 정도에

불과한 해발고도의 수직적인 분포범위를 고려할 때 식물

종 다양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당시의 115종류와 2007년도 조사에

서 확인된 135종류와 비교할 때 새로운 종이 상당수 추가

되었지만, 당시의 목록에서 애괭이사초, 용둥글레, 혹쐐기

풀, 산여뀌, 눈괴불주머니, 물봉선, 뽕잎피나무, 어수리, 개

미취 등 다수의 종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산림청, 2007).

또한 김용식 등(2002)의 태백산, 함백산, 금대봉 및 매봉산

지역의 관속식물상 조사결과인 모두 694종류와 대덕산-금

대봉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서 확인된 480종류(강원발전

연구원, 2004)보다는 매우 낮은 종수를 나타내었는데, 이

는 금번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금대봉 정상부 일원이

라는 매우 좁은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 지정의 사유이기

도 한 희귀식물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로서 나도개감채,

연령초, 말나리, 노랑무늬붓꽃, 홀아비바람꽃, 금강제비꽃

등 6종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용식 등(2002)이 금대봉 정상부 일원에서 확인한

뻐꾹나리, 말나리, 홀아비바람꽃, 한계령풀, 개병풍, 땃두

릅나무, 지리산오갈피, 가시오갈피, 정향나무, 도라지모시

대 등 9종류의 희귀식물 가운데 말나리와 홀아비바람꽃을

제외한 대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산림유전자

원보호림 경계외의 정상 능선부나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분

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의 특징인 주요 야생초

화류의 출현시기를 살펴보면 낙엽활엽수의 개엽 이전인

5월 중순까지 초봄에 주로 출현하는 야생화는 태백기

린초, 복수초, 할미꽃, 홀아비꽃대, 얼레지, 회리바람꽃,

꿩의바람꽃, 나도양지꽃, 나도개감채, 개별꽃, 족도리, 애

기나리, 노루귀, 단풍제비꽃, 노랑제비꽃, 빗살현호색, 산

괭이눈, 산괴불주머니, 큰괭이밥, 붉은참반디, 삿갓나물,

물레나물, 양지꽃 등이며, 5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여름철에 주로 꽃을 피우는 야생화는 종덩굴, 범꼬리, 구

릿대, 털쥐손이, 초롱꽃, 나비나물, 둥근털이질풀, 벌깨덩

굴, 피나물, 노루삼, 플솜대, 두루미꽃, 큰앵초, 박새, 단풍

취, 족도리, 쥐오줌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얼레지, 홀아비바람꽃, 노랑제비꽃, 태백기린초, 개별꽃,

털쥐손이, 터리풀, 나도바람꽃 등은 대규모 군락지 형태의

분포양상으로 아름다운 야생화 경관을 형성하였다. 즉, 식

생군집 내에서 어떤 종의 분포양상을 규칙적(Regular), 군

락(Clustered), 임의적(Random)으로 구분하였을 때 상기

식물종의 경우 비교적 넓은 면적에 걸쳐 군락형태로 서로

혼효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본 조사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한 금대봉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희소성이나 자원적 가치가 있는 야생초화류는

금강애기나리, 노랑무늬붓꽃, 개불알꽃, 복수초, 나도잠자

리난 등의 난초과 식물, 나도바람꽃, 태백기린초, 큰괭이

밥, 큰앵초, 연령초, 금강제비꽃, 알록제비꽃, 붉은참반디,

더덕, 뻐꾹채 등 15종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금강

애기나리, 노랑무늬붓꽃, 복수초, 나도바람꽃 등은 산림유

전자원보호림 구역 인접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식생군집의 분류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현존식생은 Figure 2에

나타낸 현존식생도와 같이 신갈나무 우점 군집, 일본잎갈

나무 우점 군집, 전나무 우점 군집, 초본식생 우점 군집으

로 구분되었다. 신갈나무 우점식생은 금대봉 정상부를 중

심으로 해발 1,300 m이상의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일본잎갈나무와 전나무 등 인공조림수종

이 식재된 지역과 초본식생 우점 군집은 정상 능선부 평

탄지와 임도 인접지역 등 과거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발생

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지

역의 잠재자연식생은 전형적인 한반도 중부지방 낙엽활

엽수림지역에 속하며, 우점종은 신갈나무라 할 수 있다.

1) 상층 식생군집의 분류

상층 식생군집의 분석을 위하여 방형구 조사자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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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입지환경과 식생의 피도에 의한 자료행렬을 작성

하였다(Table 1). 조사지역의 상층 식생군집의 분류는 식

생자료행렬을 적용하여 종조성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유

집분석한 결과 Figur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신갈나무

가 우점하는 group I, 고산성 초본식생이 우점하는 group

II, 상층식생으로서 일본잎갈나무가 우점하는 group III으

로 구분되었으며, group I은 주로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방

형구(Ia : A1, B4, B1, B2, CT)와 신갈나무가 우점하나

다른 식생이 혼효되는 방형구(Ib : A4, B8), 전형적인 신

갈나무 우점 군집으로서 당단풍 및 철쭉이 중층을 구성하

고 다른 수종이 거의 없는 방형구(Ic : A2, B5, B3, B10)

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점종 중심의 균질한 상층식생의

특성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다양한 크기의 방형

구를 고려할 때 상층식생의 군집분류가 유클리디안 거리

지수 50%인 90에서 적정하게 분류되었다. 하지만, 신갈나

무 우점의 식생군집(I)의 경우 신갈나무의 우점도가 높다

할지라도 아교목층이나 중층식생의 차이 등이 반영되어

유집되는 특성을 나타내었고, 방형구의 크기가 크게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초본식생이

우점하는 B8 방형구는 초본식생 군락으로서 상층식생의

피도가 10%로서 매우 낮았으나 방형구내 신갈나무의 상

대피도 값이 반영됨으로서 신갈나무 혼효 군락에 포함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하층식생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고정

Figure 2 Actual vegetation map based on the upper dominant vegetation community (Circle no. indicates point of vegetation

plot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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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vironmental and vegetation raw data matrix at upper & middle layers in Mt. Guemdae's protected area for forest

genetic resources.                                                                                                                                                          Relative coverage (%)

Plot No.
Species

A1 A2 A3 A4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CT

Plot size(m2) 400 400 400 4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600

Aspect(°) 180 250 200 240 100 150 220 145 210 230 210 230 250 240 120

Slope(%) 15 10 10 20 30 50 5 40 3 - 5 30 15 30 25

Height of canopy layer(m) 4.8 10.0 12.0 6.0 5.5 6.0 4.5 4.5 5.5 3.0 1.0 1.5 2.0 6.5 5.5

Cover of canopy layer (%) 95.0 95.0 85.0 95.0 95.0 50.0 85.0 90.0 95.0 10.0 5.0 10.0 15.0 95.0 95.0

Upper
layer

Quercus mongolica 94.0 91.0 67.0 95.0 65.0 95.0 95.0 97.0 40.0 50.0 100.0 92.0

Fraxinus rhynchophylla 1.0 4.0 2.0 15.0 15.0 60.0 90.0 10.0 35.0 6.0

Carpinus cordata 1.0

Malus baccata 1.0 5.0 10.0 5.0 5.0

Tilia amurensis 2.0

Acer  pseudo-sieboldianum 1.0 0.3

Acer mono 2.0 1.0 1.0

Sorbus alnifolia 3.0 4.0 10.0 30.0

Larix kaempferi 94.0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4.0

Tilia amurensis 8.0 5.0 0.7

Abies holophylla 3.0 35.0

Berberis koreana 10.0 30.0

Pinus koraiensis 10.0

Total no. species 6 4 3 6 1 5 2 2 2 2 2 4 3 1 5

Middle
layer

Lonicera vesicaria 2.0 10.0

Carpinus cordata 8.0

Sorbus commixta 6.0 10.0 15.0

Prunus maximowiczii 4.0 7.0

Malus baccata 5.0 9.0 48.0 1.0 1.0

Stephanandra incisa 2.0 5.0

Quercus mongolica 54.0 17.0 23.0 35.0 50.0 1.0 20.0 3.0

Acer pseudo-sieboldianum 40.0 4.0 10.0 12.0 5.0 65.0 5.0 15.0 4.0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1.0 1.0 44.0 50.0 6.0 14.0 70.0

Acer mono 5.0 11.0 7.0 1.0 1.0

Acer pseudo-sieboldianum 8.0 8.0

Fraxinus rhynchophylla 12.0 3.0 5.0 1.0 1.0

Tilia amurensis 21.0 7.0 3.0 15.0 1.0

Sorbus alnifolia 1.0 1.0 12.0 1.0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91.0

Weigela subsessilis 2.0 4.0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60.0 52.0 1.0

Rhamnus yoshinoi 1.0 5.0 4.0 5.0 1.0 4.0

Acer tschonoskii var. rubripes 1.0 4.0

Berberis koreana 1.0 4.0 5.0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is 1.0 35.0 4.0 4.0

Corylus sieboldiana 4.0 1.0

Euonymus oxyphyllus 1.0 4.0 1.0

Rhododendron mucronulatum 1.0

Ribes mandshuricum 1.0

Prunus padus 1.0

Sambucus williamsii  var. miquelii 1.0

Corylus heterophylla var. thunbergii

Rhus trichocarpa 1.0

Lonicera subses 1.0

Euonymus alatus 1.0

Robus oldhamii 85.0

Total no. species 5 10 2 9 6 2 14 9 11 4 - - -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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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로 설정된 CT 방형구(10 m×10 m, 방형구 16개)는

신갈나무의 밀도와 피도가 매우 높은 군집으로서 물푸레

나무, 야광나무, 피나무, 당단풍, 고로쇠나무 등이 함께 출

현하고 있으며, 중층식생을 구성하는 관목류의 다양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2). 하지만 CT 방형구는 B1,

B2 방형구와 유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갈나무

우점군집의 경우 고도보다는 방위의 특성이 더욱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역은 상층식

생으로 신갈나무 중심의 낙엽활엽수림이 절대적으로 우

점하였고, 중층식생으로는 노린재나무가 우점종인 가운데,

부분적으로 당단풍, 백당나무, 짝짜래나무, 신갈나무 치수

가 발생하였다(Table 1). 이러한 식생군집의 분포양상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아고산 지대나 산정부에서 흔히 나

타나는 식생 유형으로서(문현식, 2001; 추갑철 등, 2002)

향후 금대봉 정상부의 일부 훼손된 지역이나 인공조림지

역의 경우도 이들 잠재 자연식생으로의 천이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하층 식생군집의 분류

전체 방형구에 출현하는 하층식생의 식물 종은 모두 112

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목본류의 치수는 35종류, 초

Figure 3. Vegetation classification of canopy layer by cluster analysis (I: Quercus mongolica dominant community, II:

Herbaceous vegetation community, III: Larix kaempferi planted community).

Table 2. Vegetation raw data matrix in CT plot. Relative coverage (%)

Species Plot no.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Avg.

Upper layer

Quercus mongolica 100.0 90.0 85.0 96.0 93.0 100.0 80.0 91.0 85.0 90.0 100.0 100.0 100.0 95.0 90.0 80.0 92.2

Fraxinus rhynchophylla 7.0 5.0 4.0 20.0 9.0 15.0 5.0 5.0 10.0 8.0 5.5

Pyrus uyematsuana 3.0 0.2

Tilia amurensis 3.0 4.0 3.0 0.6

Acer pseudosieboldianum 6.0 6.0 0.4

Acer mono 7.0 5.0 0.8

Middle layer

Pyrus uyematsuana 5.0 2.0 6.0 0.8

Quercus mongolica 16.0 1.0 6.0 2.0 4.0 6.0 7.0 2.6

Acer pseudosieboldianum 10.0 14.0 7.0 50.0 40.0 15.0 8.5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63.0 82.0 85.0 75.0 90.0 80.0 88.0 90.0 72.0 80.0 43.0 60.0 65.0 90.0 90.0 40.0 74.6

Acer mono 5.0 4.0 10.0 1.2

Fraxinus rhynchophylla 10.0 2.0 3.0 5.0 1.3

Tilia amurensis 6.0 0.4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5.0 0.4

Syringa robusta 17.0 3.0 5.0 8.0 3.0 20.0 3.5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is 21.0 5.0 10.0 8.0 4.0 7.0 5.0 4.0 4.0

Corylus sieboldiana 25.0 1.6

Euonymus oxyphyllus 3.0 7.0 5.0 1.0

Lonicera subsessilis 3.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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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egetation raw data matrix at lower layer in Mt. Geumdae's protected area for forest genetic resources.

Relative coverage (%)

Species Plot no. A1 A2 A3 A4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CT

Rhamnus davurica 0.1 1.5 0.1 0.1 0.1

Agrostis clavata var. nukabo 0.1 4.7 0.1 0.1 0.1 0.1 0.1 0.1

Cirsium setidens 0.1 0.1 0.1 0.1 0.1 0.1 0.1 1.5 0.1 0.1 0.1

Acer mono 1.7 6.2

Athyrium japonicum 0.8 0.1 57.3 0.1 6.5 6.5 5.0 26.5 7.9

Sedum kamtschaticum 0.1 0.1 3.5 0.1 0.1

Lysimachia barystachys 1.5 0.1 0.1

Artemisia stolonifera 1.5 0.1 0.1 0.1 5.0 5.5 0.1 1.3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5.9 0.1 0.1 0.1 0.1 0.1 0.1 0.3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6.0 2.6

Ainsliaea acerifolia 0.1 6.5 2.0 0.1 0.1 0.8

Acer pseudo-sieboldianum 4.7 0.1

Carex siderosticta 7.0 0.1 0.1 0.1 25.5 1.6

Glycine soja 2.8 0.1 0.1

Potentilla dickinsii 32.0 20.5 0.1 15.0

Lychnis cognata 0.3 0.1 0.1 3.0 0.1 0.1 0.1 5.5 0.1 0.1 0.1 0.8

Artemisia keiskeana 4.6 0.1 1.1

Tripterygium regelii 2.9 0.2 4.0 0.5 8.5 24.0 4.0 11.8 0.5

Meehania urticifolia 10.8 9.4 7.5 7.0 3.0 8.5 1.3

Bistorta manshuriensis 16.5 0.1 3.5

Clematis heracleifolia 1.7 0.1 0.1 0.1 0.2

Cares spp.(1) 5.2 1.1 28.6 15.0 8.0 15.0 8.0 2.8

Carex spp.(2) 3.0 45.0 45.0 25.5 0.1 5.0 0.6

Carex humilis 15.0 15.0 14.5 29.1

Corydalis speciosa 1.5

Rubus crataegifolius 2.7 0.1 0.1 4.3 0.1 0.1 0.1 0.1

Isodon inflexus 8.5 0.1 0.1 0.1 0.1 3.0

Zanthoxylum schinifolium 4.6 0.1

Saussurea grandifolia 0.1 0.1 0.1 5.5 2.1

Phlomis umbrosa 1.5 0.1 0.1

Galium verum var. asiaticum 3.3

Pedicularis resupinata 1.1 0.1 0.1 0.1 0.1 0.1 0.1 0.1

Synurus deltoides 0.8 0.1 0.1 2.5 3.0 0.1 5.0 10.0 15.5 40.0 2.1

Artemisia spp. 1.9 0.1 0.1

Quercus mongolica 5.5 0.1 0.1 0.1 0.3

Calamagrostis arundinacea 0.1 2.5 20.0 15.5 0.1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0.1 3.0 0.1 0.1 0.1 3.8

Malus baccata 3.5

Heracleum moellendorffii 0.1 2.3 0.1 0.1 0.1 2.5 5.0 3.3 0.3

Schizandra chinensis 0.1 0.1 3.0 0.5

Hosta capitata 0.1 0.1 0.1 2.3 0.1 0.1 0.1

Larix leptolepis 0.7 5.0

Thalictrum actaefolium 0.8 0.1 0.1 0.1 0.1 0.1 4.3 0.1

Sasa borealis 0.8 93.7 2.3 0.7 35.0 0.8

Viola acuminata 0.1 0.1 0.1 3.0 0.1 0.1 0.1 0.1 1.2

Plantago asiatica 0.1 1.5 0.1

Agrimonia pilosa 0.5 0.1 5.0 0.1 0.1 15.6 20.0 2.5 0.1 0.5

Corylus sieboldiana 2.3 0.1

Pimpinella brachycarpa 1.7 0.5 2.3 0.1 0.1 0.1 5.0 0.1 5.0 6.6

Angelica gigas 1.1 7.4

Angelica dahurica 10.4 2.3 3.0 30.4 0.1 3.0 0.1 0.1 0.1 0.1

Filipendula glaberrima 32.2 0.1 8.6 50.0 0.1 0.1 1.5 0.1 0.2

Geranium eriostemon 0.1 60.0 34.1

Aconitum jaluense 2.6 9.4 0.1 0.1 0.1 0.1 0.1 0.1 0.8

Sorbus alnifolia 2.5 0.1

Tilia amurensis 2.6 0.1

Pseudostellaria palibiniana 0.1 12.0 7.5 25.9 14.5 15.2 0.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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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식물 종은 77종류였다. 하지만, 하층식생의 군집분류

는 상대피도 0.1%이상인 57종류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Table 3).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본식생의 피도는

상층 교목수종이 거의 없이 초본식생이 우점하는 방형구

(B6, B7, B8, B9)의 경우 상, 하층(식생층의 높이 20-50

cm 이상과 20 cm 이하)의 식생층위 구조로 이루어져있을

뿐 아니라 각 층의 피도가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매

우 높은 피도 값을 지닌 반면 교목수종 중심의 상층식생

이 우점하는 하층 초본층의 경우(A1-A4, B1-B5, B10,

CT) 대부분 60%-90% 수준의 피도 값을 지니고 있었다. 

상층식생에 따른 하층식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층식생의 종조성과 상대피도 값을 기준으로 유집분석

을 수행한 결과(Figure 4), 유클리디안 거리지수 50%인 60

에서 하층식생 군집은 5개의 group으로 분류되었으며,

group I의 경우 거리지수 40에서 다시 4개의 group(Ia, Ib,

Ic, Id)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상층식생의 종조성과 피

도에 의한 군집분류의 결과인 Figure 3과 상층식생 자료

(Table 1)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층식생으로서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방형구

는 하층식생의 종조성이 이질적인 group I(Ia, Ib, Ic), 하층

식생으로서 사초과 식물이 우점하는 group II, 하층식생으

로서 조릿대가 우점하는 group V로 갈라져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상층식생이 거의 없이 고산성 초본

식생이 우점하는 임분도 하층식생의 종조성 차이에 의해

group I(Id)과 group IV로 갈라졌으며, 상층식생으로서 일

본잎갈나무가 우점하는 방형구(A3) 역시 group III으로 독

립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하층식생의 종조성과 분포가 상층식생

의 군집구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란을 포함한 입지적 특성 및 중, 하층식생사

이의 경쟁압력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종조성 및 군집구조의 특성 

Table 4는 각 방형구별 상층식생(중층 포함) 및 하층식

생의 종 다양도 지수, 균재도 지수 및 출현 종수를 나타낸

것이다. 상층식생의 방형구별 출현 종수는 최소 5종에서

최대 15종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형구

의 면적과는 관계없이 중층을 구성하는 아교목과 관목류

Figure 4. Vegetation classification of lower layer by cluster analysis. 

Table 4. Sahnnon-Weaver's species diversity and evenness in upper & lower layers by plots.

Plot no.
 No. species Diversity Evenness

Plot no.
No. species Diversity Evenness

UL* LL** UL LL UL LL UL LL UL LL UL LL

A1 11 32 1.487 2.361 0.620 0.681 B5 8 25 1.300 1.764 0.625 0.548

A2 14 13 1.811 0.305 0.686 0.119 B6 5 24 1.227 2.363 0.762 0.743

A3 5 36 0.977 1.685 0.607 0.470 B7 2 33 0.325 2.028 0.469 0.580

A4 15 43 2.002 1.992 0.739 0.529 B8 4 23 1.168  1.269 0.843 0.404

B1 7 36 1.296 2.362 0.666 0.659 B9 3 33 1.096 1.420 0.998 0.406

B2 7 52 1.629 2.259 0.837 0.571 B10 5 27 1.283 1.958 0.797 0.594

B3 6 23 1.363 1.595 0.760 0.508 CT 13 53 1.396 2.618 0.544 0.659

B4 10 27 1.694 1.586 0.736 0.481

*UL : Upper Layers
**LL : Lower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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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본식

생이 우점하는 임분의 목본 수종의 출현 종수는 매우 제

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위적인 교란에 의해 식

생회복단계로서 개방된 입지에 초본식생이 밀집하여 우

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상층식생의 종다양도는 초본식생이 우점하는 방

형구를 제외한 나머지 방형구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대치를 나타낸 A4 방형구(2.002)는

북사면의 양호한 입지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치를 나타낸 A3(0.977) 방형구는 일본잎갈나무림으

로서 인공조림에 의한 매우 빈약한 종조성때문으로 판단

되었다. 종 다양도 지수는 상층의 경우 0.3~2.0 범위 내에

서 평균 1.4의 종 다양도 지수를 나타내어 김 등(2003)의

결과 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한편, 하층식생의 방형구별 출현 종수의 차이를 살펴보

면, 많게는 52종 (B2), 또는 53종 (CT)에서부터 적게는 13

종 (A2)까지 큰 편차가 나타났으며, 방형구의 크기에 관

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았다(Table 4). 다만,

하층식생으로서 조릿대가 우점하는 조사구의 경우 출현

종수가 가장 적어 오히려 조릿대에 의한 하층식생의 피압

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형구간 종 다양도는 신

갈나무 우점 군락과 초본식생 우점군락에서 모두 높게 나

타났으나, 역시 조릿대가 우점하는 방형구와 일본잎갈나

무림, 일부 초본식생 군락(B8, B9)지역의 종 다양도가 매

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상층수종의 특성과 하층식생의 우점도를 분석해보면,

교목수종에 의해 상층수관이 발달한 조사구(A1, A2, A3,

A4, B1-B5, B10, CT)는 상층 수관이 없는 초본식생 우점

군집(조사구 B6, B7, B8, B9)과 비교할 때 초본류의 종조

성과 우점양상이 상이하였다(Table 5). 즉 교목수관층의

하부에는 신갈나무, 당단풍, 피나무, 야광나무의 치수와

노린재나무로 이루진 중층식생이 존재하고, 진고사리, 벌

깨덩굴, 범꼬리, 미역줄나무, 사초류 (1), 사초류 (2), 산거

울, 구릿대, 터리풀, 큰개별꽃 등이 주로 우점종으로 출현

하는 하층식생이 발달한 반면, 초본식생 우점 군집의 경

우 돌양지꽃, 사초류 (1), 넓은잎외잎쑥, 수리취, 털쥐손이,

짚신나물, 실새풀 등 매우 상이한 초본종이 우점하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 

임관의 제거나 변화는 토양의 수분변화를 유발하고 이

에 따라 고사리류의 출현이 영향을 받는데(Federicksen et

Table 5. Distributional pattern of understory dominant species by plots.

Plot no.
Dominant species of 

upper layer
Dominant species of lower layer

A1 Quercus  mongolica Filipendula glaberrima
Bistorta 

manshuriensis
Angelica dahurica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Quercus mongolica

A2 Quercus mongolica Sasa borealis
Acer pseudo-

sieboldianum
- - -

A3 Larix kaempferi Athyrium japonicum Meehania urticifolia
Filipendula 

glaberrima
Acer mono

Quercus
mongolica

A4
Quercus mongolica

/Malus baccata
Filipendula glaberrima Meehania urticifolia

Aconitum
jaluense

Agrostis clavata
var. nukabo

-

B1 Quercus mongolica Carex spp (1) 
Pseudostellaria 

palibiniana
Isodon inflexus Meehania urticifolia Agrimonia pilosa

B2 Quercus mongolica Angelica dahurica Carex spp (1) Carex humilis
Pseudostellaria 

palibiniana
-

B3 Quercus mongolica Carex spp (2)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ripterygium 

regelii
Ainsliaea acerifolia

Athyrium 
japonicum

B4 Quercus mongolica Carex spp (2)
Tripterygium 
regelii

Pseudostellaria 
palibiniana

Athyrium japonicum -

B5
Quercus mongolica

/Malus baccata
Sasa borealis Carex spp (2)

Pseudostellaria 
palibiniana

Meehania urticifolia -

B6 Herbaceous land Potentilla dickinsii Agrimonia pilosa Lychnis cognata Vicia unijuga -

B7 Herbaceous land Potentilla dickinsii
Calamagrostis 

arundinacea
Agrimonia pilosa Carex spp (1) Synurus deltoides

B8 Herbaceous land Geranium eriostemon Synurus deltoides
Calamagrostis 

arundinacea
- -

B9 Herbaceous land Synurus deltoides
Filipendula 

glaberrima
Potentilla dickinsii Carex spp (1) -

B10 Quercus mongolica Athyrium japonicum Carex siderosticta Carex humilis Tripterygium regelii -

CT Quercus mongolica Carex humilis
Pseudostellaria

palibiniana
Athyrium japonicum Angelica gig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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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9), 교목 수관층 하부에서 고사리류의 우점은 이런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 이는 상층 식생의 관리가 하

층 식생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하층식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고정조사구로 설정

된 CT 방형구는 대체적으로 중층식생으로 노린재가 우점

하고 하층식생으로 산거울이 주로 우점하지만, 세부적으

로는 당단풍이나 백당나무, 짝자래나무, 철쭉, 참개암나무

등이 우점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고, 하층 초본

류의 우점종 역시 세부적으로 노린재나무 치수, 고사리류,

사초류 (1), 산박하, 수리취, 참나물, 참당귀, 큰개별꽃 등

의 다른 종조성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층식생의 분포는 상층식생의 피도, 낙엽층의 두께, 토

양수분, 미소지형 등과 같은 환경 요인과 종의 공간 의존

도(산림 내부종 혹은 산림 외부종), 종자 번식 방법, 그리

고 다른 종과의 종간관계 등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규송과 조도순(2000)는 우리

나라 온대낙엽활엽수림의 대표적인 임상초본 식물인 현

호색, 얼레지, 노랑제비꽃 등의 공간분포에서 낙엽층의 불

균등한 분포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한 바 있다. 이처럼 향후 개별 종들의 종 생태적 및 생식

적 특성과 더불어 입지적 특성의 정밀한 모니터링연구를

통해 하층 식생의 분포 패턴과 상층 식생 발달에 따른 변

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대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관리를 위해서

는 인공조림지의 생육환경 조절과 개방된 산정부 초본

식생의 유지여부의 판단, 조릿대의 침입과 확장에 따른

문제, 등산객이나 약용 및 식용식물 채취자의 훼손방지

대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

층식생의 변화로 야기되는 임내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희귀식물 및 야생초화류 등 유용 식물자원의 관리는 이

들의 변화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한 후 상층 수관층

의 간벌 등 산림시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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