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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두대간 마루금일대에 잔존하고 있는 소나무림 58개소를 대상으로 식물사회학적 조사와 TWINSPAN 집락

분석을 통하여 식생형 그 식물상 조성 및 생활형 특성 등이 분석되었다. 식생형은 크게 가는잎그늘사초형에 속하는

4개 그룹과 구상나무-조릿대형에 속하는 1개 그룹 등 모두 5개 그룹으로 유형화되었다. 종풍부도는 국화과(26종)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백합과(21종), 장미과(18종), 자작나무과(11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7개 과는 1종

만 출현하였다. 속풍부도의 경우도 종풍부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41개 과는 1속만 출현하였다. 총피도 기여

율은 참나무과(19.0), 소나무과(16.7), 진달래과(1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화과, 백합과, 장미과, 자작나무과,

산형과 등은 종풍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피도 기여율이 아주 낮은 경향을 보였다. 종풍부도와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생활형은 생육형과 산포기관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생활형 분류군 사이의 상관관계는 종

풍부도와 생활형 사이의 그것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Abstract: Pine (Pinus densiflora) forests of 58 sites on the ridge of the Baekdudaegan, South Korea were

classified by applying the phytosociological method and TWINSPAN. The floristic composition and life-form

characteristics of the vegetation types analyzed and documented. The vegeta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including four groups of Carex humilis var nana type and one group of Abies koreana-Sasa borealis

type. Compositae was the most diverse family (26 species), Liliaceae (21 species), Rosaceae (18 species) and

Betulaceae (11 species) whereas 27 families were represented by only one species. Taxonomically, Compositae

was the most diverse (17 genera), Liliaceae and Rosaceae(12 genera) whereas 41 families were represented by

only one genus. The Fagaceae was the most important family in total coverage (19.0) and followed Pinaceae

(16.7) and Ericaceae (15.1). Five families such as Compositae, Liliaceae, Rosaceae, Betulaceae, and Umbelliferae

contributed little to total coverage, although represented by numerous species. In the correlation between species

richness and life forms, the species richness was highly correlated with growth and disseminule forms. In

general,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life forms represented lower values than those between species

richness and lif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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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존 식생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환경요소의

영향 하에서 발달하여 왔다. 그중 기후적, 지리적 및 지

형적 요인은 식생의 구성과 발달특성을 다르게 하며 동

일 식생일지라도 분포위치에 차이를 보이고 그 환경에 적

응하거나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지고 발달되어 가고 있

다. 더욱이 산림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식생은 그

외형적 모습 즉 상관(physiognomy)은 같아도 군락의 구

성 상태나 생태적 특징은 달라, 그 이용, 유지 및 관리 방

법이나 적용 기술에 있어서 상이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생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되고 있다. 소나무는 온도요인과 수분요인에 폭

넓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으나 입지조건이 양호한 생태적

적지에서는 다른 수종과의 경쟁에 약함으로 대개 능선과

같은 건조한 척박지나 습원, 하안 같은 과습지에서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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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거나 다른 군집이 파괴된 곳에 형성되는 이차천

이 단계의 이차림으로 존재한다(豊原, 1973). 김준민(1980)

은 6,500년 전에 현재보다 약 2oC가 높은 기온의 상승으

로 대기가 건조하였고, 그 결과 산불이 자주 일어남으로

써 낙엽활엽수림이 소나무림으로 대치되었고, 더욱이 인

간의 농경활동으로 서남해안에서 약 2,300년 전, 동해안

에서 약 1,400년 전 낙엽수림이 소나무림으로 대치되었

으며, 그 이후 계속된 인간간섭과 소나무 목재의 유용성

및 기후나 토양 등 자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나무림

이 유지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식생에 관하여는 吉剛(1958)이 전반적인 언급을 하였으

며, 난대에서 한대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포역을

가지고 있어 한반도 식물사회의 대표적인 식생이자 공익

적 기능이 아주 높은 식생으로 생각되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우철과 이철환, 1989; 윤종화와 김

주천, 1994; 이창석, 1995; 배병호와 이호준, 1999; 전영문

등, 2007). 그러나 백두대간 마루금일대 소나무림은 이

용객의 급격한 증가, 병해충 발생빈도의 증가, 이상고온

과 가뭄의 반복, 그리고 자연천이 등에 의해 쇠퇴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을 위한 접근성

이 좋지 않은 이유로 그 지속적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군

락생태학적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대간 마루금상에 잔존하고 있는 소나무림 58개소를

대상으로 식물사회학적 조사와 TWINSPAN 집락분석을

통하여 금후 백두대간 마루금일대 소나무림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식생유형을 구분함과 아울러 그 종

조성과 구조, 식물상적 특성, 그리고 생활형 조성 등을

밝히는데 있다.

조사지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백두대간 남한지역의 연속적인 주 산계 즉

마루금을 중심으로 좌우 100 m이내에 있는 소나무 자연

림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이 지역의 기후는 주 산

계를 중심으로 동사면은 해양성 기후, 서사면은 내륙형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온량지수범위가 55~85

로 같은 위도상의 주변지역에 비하여 온도가 낮고 대관

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Yim and Kira, 1975). 지질은 지리적 영향으로 단

일 모암보다는 화강암류, 변성암류 그리고 석회암 등 다

양한 모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은 대개 사양토, 식

양토 및 사토로 구성되어 있어 토질면에서 비교적 양호

한 편이다(임업연구원, 2003). 백두대간 침엽수림의 면적

은 100,863.1 ha로 전체의 25.4%를 차지하며, 총 유관속

식물 종수는 1,375종으로 보고된 바 있다(산림청, 1997).

주요 우점종은 신갈나무, 졸참나무, 당단풍나무, 소나무,

철쭉, 진달래, 생강나무, 조릿대, 가는잎그늘사초, 그늘사

초, 대사초류, 단풍취 등이 있다. 

야외조사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ZM학파

의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조사구는 지리

적 및 지형적 요소를 고려하여 입지적 및 식생의 상관적

특성이 가능한 균질한 곳을 대상으로 총 58개소를 선정

하였다. 조사구의 크기는 군락의 공간적 범위 및 성립위

치에 따라 10 m×10 m~20 m×20 m을 적절히 병용하여

결정하였다. 조사항목은 식생의 종조성과 구조 그리고 입

지정보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전자는 조사구별 전유관속

식물의 종류, 우점도, 군도 그리고 관목층이상 각 층의 평

균수고와 평균직경이 측정되었고, 후자는 조사구별 방위,

경사, 해발고 그리고 기타 입지특성 등이 기록되었다

(Mu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식생형 구분은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 방식으로 조사된 각 조사구별

식생자료를 구성종의 피도 값을 이용하여 TWINSPAN

집락분석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으며(Hill, 1979), Wilcoxon

검정은 집락간 종풍부도, 총피도, 그리고 환경 인자에 있

어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Zar, 1984). 구

분된 각 식생형에 대한 구성종의 중요치, 생활형 조성 및

종풍부도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과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Curtis and

McIntosh, 1951; Saha, 2003; de Bello et al., 2006). 식

물동정과 명명은 국가표준식물목(산림청, 2004)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생형과 종조성 특성

총 58개 조사구에서 237종의 유관속식물이 기록되었다.

우점종인 소나무(62%)를 제외하면, 피도율과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분류군은 신갈나무로 각각 24%, 93%로 나타

났다. TWINSPAN 집락분석에 의한 식생형은 먼저 애기

나리, 가는잎그늘사초, 물푸레나무, 큰기름새, 둥글레 등

이 특징짓는 가는잎그늘사초형에 속하는 4개 그룹(Group

1-4)과 엄나무, 조릿대, 피나무, 구상나무 등이 특징지우

는 구상나무-조릿대형에 속하는 1개 그룹(Group 5) 등 모

두 5개 그룹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Group별 종조성적 특성을 보면, Group 1은 단풍취, 줄

딸기, 물박달나무, 국수나무, 참당귀, 쉽사리, 여로, 개면

마 등 적윤 혹은 적습한 곳에서 발달하는 종들이 흔하게

나타나며, 여로, 개면마, 나비나물, 혹느릅나무, 용담, 꿩

고비 등 25종이 이 그룹에서만 관찰되었다. 단위면적당

평균종풍부도와 종다양성지수는 5개 그룹에서 가장 높은

반면, 총피도율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Group 2는 큰기름

새, 청미래덩굴, 꽃며느리밥풀, 태백제비꽃, 큰까치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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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취 등이 식별종으로 특징짓고 구분된 5개 그룹 중에

서 큰기름새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다. 총피도율(105.0%)

은 그룹 1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Group 3은 5개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해발고(평균 820.4 m)에 발달하고 있

으며, 그 식별종으로 생강나무, 개옻나무, 굴참나무, 쪽동

백나무, 맑은대쑥, 층층나무, 그리고 비목나무 등이 특징

Table 1. Veget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TWINSPAN clust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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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비목나무, 오미자나무, 졸참나무 등은 이 그룹에서

만 나타났다. 그룹 총종풍부도는 133종으로 5개 그룹 중

에서 가장 풍부하였다. Group 4는 신갈나무 피도율(45%)

이 5개 그룹 전체 평균(24)의 거의 두 배 정도로 높고,

하층이하에서 진달래, 그늘사초 등이 다른 그룹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Group 5는 전체 그룹 중에

서 가장 높은 해발고(1297.9 m)에 발달하고 있으며, 그

식별종으로 다른 그룹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는 구상

나무를 비롯하여 피나무, 엄나무, 조릿대 등이 강하게 특

징짓고 있었다. 전체 그룹 중에서 총종풍부도와 단위면

적당 평균종풍부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

며, 반면에 총피도율은 전체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울 만

큼 가장 높게 나타났다.

Wilcoxon 검정 결과 종풍부도에서 Group 1과 Group

4, 5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Group 1로 분류된 조사구의 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 Group별 총피도량에서

는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환

경인자 분석 결과 사면경사와 사면방위에서는 각 Group

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발고도에서는 Group

5가 다른 Group에 비해 높은 해발고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able 2).

2. 식물상과 생활형 특성

과별 종풍부도와 및 총피도율에 있어서는, 종풍부도의

경우 국화과가 26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백합과 21종, 장미과 18종, 자작나무과 11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피도율에 의한 상대적 중요성(총피도 기여

율)은 참나무과 19.0, 소나무과 16.7, 진달래과 1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과의 76.1%인 51개과가 1이

하, 그리고 0.1이하도 전체 과의 34.3%인 23개과로 나타

났다. 국화과, 백합과, 장미과, 자작나무과, 산형과 등은

종풍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피도 기여

율이 아주 낮은 경향을 보였다. 참나무과의 총피도 기여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 마루금일

대 소나무림은 외부간섭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참나무과

분류군이 우점 하는 숲으로 자연 천이될 것으로 판단되

었다(Table 3). 

Group별 생활형 구분 기준에 따른 식물종의 분포현황

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휴면형별 분포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소나무군락에서 반지중식물(H)이 차지하는 비

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소나

무 군락의 특성상 월년생 식물(TH(W)), 수생·습생식물

(HH)의 출현 빈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Group별 분포 유형에 있어서는 지중식물(G), 반

지중식물(H), 그리고 지표식물(CH) 등은 Group 1이 다른

Group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반지중식물과 지

표식물은 Group 5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산

포기관형의 경우, 바람 또는 물에 의한 종자산포형(D1)

과 자연낙하형(D4) 식물종의 출현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

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과피 팽압차를 이용한 기

계적 탁력으로 종자를 산포하는 유형(D3)과 영양번식형

(D5) 식물 종의 출현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Group

별 분포 유형에 있어서는 종자산포형(D1)과 자연낙하형

(D4)은 Group 1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고, Group 5

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Group

들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종자

산포형(D3)과 영양번식형(D5) 식물 종의 출현 빈도는

Group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하기

관형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식물형(R5)의 출현

빈도가 근경식물형(R1-3)과 포복경형(R4) 식물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Group별 분포 유형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연락체를 만드는 유형

(R1)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Group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고, Group 1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었

다. 모체 근처에만 연락체를 만드는 유형(R3)은 Group 5

에서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포복경형(R4)

과 단위식물형(R5)의 경우 Group 4에서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었다. 생육형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직

립형(e) 식물종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포복형(p)

Table 2. Mean value of environmental factors measured for each cluster group.

Cluster group

1 2 3 4 5 Mean

Altitude (m)
943.0 918.9 820.4 899.5 1295.9 933.8

ab a a a b

Slope (°)
18.3 25.0 24.1 25.0 27.5 24.7

a a a a a

Aspect
0.24 -0.52 -0.35 -0.34 0.20 -0.29

a a a a a

Wilcoxon tes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lustering groups with Bonferroni correction. Aspect values
were transformed using consine transformation. Cluster group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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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지형(b) 식물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 빈도를 나

타내었다. Group별 분포 유형에 있어서는 방사형(r)과 포

복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식물종 분포에서 Group 1이

다른 Group에 비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Group 4 또는 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 빈도를 나타

내었다. 생활형 구분 기준에 따른 식물종의 분포 현황을

각 Group별로 분석한 결과 휴면형, 종자산포형, 지하기

관형, 그리고 생육형 내의 몇 몇 유형이 집락분석 및

DCA에 의해 구분된 Group 유형과 유사하게 특징지어짐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종풍부도와 산림생태계 내에서 기능적 측면을 나

타내는 생활형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풍부도는 각

생활형 분류군 풍부도와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었다(Table 5). 종풍

부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생활형은 생육형과

산포기관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생활형 분류군 사이의 상

관관계는 종풍부도와 생활형 사이의 그것에 비해 낮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One way ANOVA of Life-forms and each culster group.

Life-forms
Cluster group

1 2 3  4 5

Dormancy forms

TH 00.33a 00.50a 00.07a 00.46a 00.29a

TH(W) 00a 00a 00.14a 00a 00a

G*** 04.0a 01.9bc 02.43ab 00.79bc 00.71c

H*** 16.67a 12.10ab 10.0bc 06.21cd 03.86d

CH* 03.0a 00.70b 00.64b 00.38b 00.14b

N* 07.33a 05.10a 05.71a 03.79b 05.14ab

M*** 02.67a 02.50a 03.43ab 01.08a 01.86a

MM*** 05.33a 04.20ab 05.64a 02.63bc 04.43ac

HH 00.33a 00a 00a 00a 00a

Disseminule forms

D1*** 15.67a 12.30ab 10.14bc 07.63bc 07.0c

D2*** 07.67a 04.30bd 05.50ab 01.79cd 03.0bc

D3 01.30a 01.20a 00.64a 00.17a 00.86a

D4*** 14.33a 09.0bc 11.71ab 06.0c 05.71c

D5 02.0a 00.10a 00.14a 00.04a 00a

Radicoid forms

R1 00a 00a 00.07a 00a 00a

R2** 01.67a 00.60b 01.21ab 00.42b 00.57b

R3*** 12.0a 09.90a 07.93ab 05.83ab 03.0b

R4*** 03.33a 01.10b 00.50bc 00.13c 00.43bc

R5*** 22.67a 15.40bc 18.43ab 09.25c 13.29bc

Growth forms

e*** 28.67a 18.70bc 22.29ab 12.08c 13.43c

ps* 02a 00.6b 00.86b 00.38b 00.43b

r* 01.33a 01.20a 00.57ab 00.25b 00.57ab

p 00.33a 00.20a 00.21a 00.13a 00a

b* 00.67a 00.10b 00.21ab 00.04b 00.14b

t*** 03.0a 02.50a 02.36a 02.58a 00.43b

l*** 03.67a 01.90b 01.64bc 00.17c 01.57bc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was conducted to determin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lustering groups with Tukey's grouping. Cluster
group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 P<0.05, ** P<0.01, *** P<0.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pecies richness and life forms.

Species 
Richness

Dormancy
forms

Disseminule 
forms

Radicoid 
forms

Growth
forms

Species Richness - 0.63*** 0.74*** 0.63*** 0.79***

Dormancy forms - 0.46** 0.56*** 0.63***

Disseminule forms - 0.53*** 0.75***

Radicoid forms - 0.66***

Growth forms -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species richness and life forms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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