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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soil 
invertebrates among different vegetation types (forest, reservoir, and crop land types) in rural area. A total 
of 18 orders and 137 species were collected by pitfall traps. Species numbers were the lowest (33 species) 
at the Chamaecyparis obtusa plantation (St. 6). On the forest sites, the individual number of Hymenoptera 
was the most abundant, and Acari and Coleoptera was the relatively more abundant than the other sites. On 
the reservoir sites (Salix chaenomeloides community), the individual number of Collembola  was the most 
abundant, and Diptera was the relatively more abundant than the other sites. On the crop land sites, the 
individual numbers of Collembola, Hymenoptera, and Araneae were the relatively more abundant than the 
other orders. The density of Araneae was higher in the reservoir and crop land sites than in the forest sites. 
From a point of view of biodiversity, although the diversity index(H') was the highest in the mixed 
broad-leaved forest type (St. 2) with Quercus serrata and Q. acutissima, and the lowest in the upland levee 
of crop land(St. 1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habitat or vegetation types. According 
to the community analysis, the soil invertebrates could be divided into 4 groups, the mixed broad-leaved 
forest type (A group), the plantation or pure forest type (B group), the reservoir type (C group), and the 
crop land type (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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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또는 biodiversity)은 

지구상의 생명체와 그들이 형성하는 현상의 다양함을 의미한

다1).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은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최근에는 개발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인위적 영향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생물 중에서 곤충은 최근 환경 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토양무척추동물은 환경변화에 신속

하게 반응하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활동범위가 다른 동물

들에 비하여 좁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생태적 변화를 결정하

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육상 환경에서 인간 교란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어져 왔다2-6). 육상의 무척추동

물들은 환경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며, 생태학적 변화에 대한 

신호를 제공한다7). 이러한 무척추동물들은 분해자, 포식자, 
초식자 및 꽃가루 매개자로서 자연환경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란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낸다8,9). 
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은 지리적 요인, 기상적 요인, 토양 요인

(부식의 양이나 질, 토양 온도나 습도, 토양 구조 등) 및 식생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0). 그 중에서 식생은 일정한 환경조건

에서 우점하는 식물군락들로 구성되고, 이들 각각의 식생은 

군락내 우점하는 식물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서 특징 지워진

다. 또한 특정 지역의 식생은 그 지역의 토양환경을 변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토양무척추동물의 먹이원 또는 은신

처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들은 식생과 토양무

척추동물의 분포에 주목하였다.

연구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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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the sampling sites in the study 
area.

  식생과 토양무척추동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

서 주로 수행되어져왔으며12-16),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17,18). Pearse11)는 지네강, 곤충의 유충 등

이 토질보다는 식생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

고하였다. Aoki10,14)는 식생과 날개응애군집의 관계에서 상수

리나무림이 소나무림보다 날개응애가 양적 및 질적으로 풍부

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지역에서도 농경지, 저수지, 산림

(이차림, 식재림 등)과 같이 다양한 토지이용형태를 나타내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식생조건이 토양무척추동물의 분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식지 보전에 대한 기초 자료로 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와 반교리 일

대로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지닌 지역이다(Fig. 1). 이 지역의 

토지 이용형태는 논, 밭, 과수원, 임지, 저수지, 묘지 등이며, 
논, 밭, 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지 중심부에는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덕동제)가 있으며, 저수지 주변으로

는 왕버들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수서생물 및 조류의 서

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산림에는 주로 상수리나무와 졸참나

무가 분포하며, 편백과 밤나무가 곳곳에 식재되어 있다. 하지

만, 모든 산림지역에서 졸참나무의 출현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은 졸참나무군락으로 판단된다. 농경

지에는 바랭이, 고마리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km에 위치한 전주 기상대 

자료(1971-2006)에 의하면 연평균기온은 13.6℃였고, 월평균

기온은 1월이 0.2℃로서 가장 낮았고, 8월이 26.2℃로서 가

장 높았다. 연강수량은 1,223 mm이고, 전체 강수량의 

61%(811.9 mm)가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되었다. 상대습도

는 4월이 58%로 가장 낮았고, 7월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연간 일조시간은 1,986 hrs이었다.
식생조사는 상관과 입지조건에 의해 Z-M 학파의 식물사

회학적 방법19)에 의하여 2007년 5월에서 2008년 6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서식지유형 그리고 식생유형별(산
림, 논둑, 밭둑, 저수지 주변)로 12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방
형구의 크기는 군락 특성에 따라서 1×5 ～ 20×20 ㎡로 설

치하였다. 
토양무척추동물은 선정된 12개 지점에서 2회(2007년 10

월과 2008년 6월)에 걸쳐 함정트랩(Pitfall trap)을 이용하여 

채집하였고, 함정트랩은 각 조사지점에서 5반복(트랩 간 거

리는 약 3 m)으로 설치하였다. 트랩의 설치 방법은 우선 설

치지점에 트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

이 내에 높이 11 cm, 상부 입구 직경 10 cm의 트랩을 묻고, 
유인제 200 ml(95% ethanol : ethylene glycol : distilled 
water = 70 : 15 : 15)를 넣었다. 트랩에 채집된 무척추동물

은 24시간 후에 수거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실험실로 

가져온 무척추동물들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과 또는 종수준에

서 동정이 이루어졌다. 
식생유형별로 2회에 거쳐 채집된 토양무척추동물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각 조사지점별로 다음과 같은 생물종다양도

(species diversity)를 산출하였다.
새논-위너 다양도지수(H')20)는 다음 식으로 구하였다.

H' =  
 



                                (1)

여기에서 S는 전체 종수, pi는 종 i에 나타난 총 개체수의 

비이다.
풍부도지수(SR)21)는 다음 식으로 구하였다.

SR = (S-1)/ln(N)                               (2)

여기에서 S는 전체 종수, N은 총 개체수이다.
균등도지수(J')22)는 다음 식으로 산출하였다.

J' = H'/ln(S)                                    (3)

여기에서 H'는 새논-위너 다양도지수, S는 전체 종수이다.
우점도지수(D)23)는 다음 식으로 산출하였다.

D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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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getation characteristics for survey sites

Sit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Area (m×m) 10×10 10×10 10×20 20×20 20×20 10×10 10×20 3×10 10×10 1×10 1×7 1×5

Species no. 22 19 15 20 17 12 6 17 11 11 16 13

Dominant 
species

T1 QUA QUS QUA CAC CAC CHO CHO SAC SAC - - -

T2 QUS QUS QUA QUS QUS CHO ALJ SAC SAC - - -

S QUS SYC QUS QUS QUS CHO - SAC ROM - - -

H SYC OPU QUS OPU OPU SMC SMC PET AGT DIC PEL PET

Height (m)

T1 17 18 17 16 15 16 8 9 9 - - -

T2 8 7 9 6 7 8 6 4 6 - - -

S 60 2 3 2 2.5 2.5 - 2 1.5 - - -

H 1 0.3 0.7 0.5 0.3 0.3 0.3 1.3 0.8 0.8 0.3 0.8

Coverage 
(%)

T1 30 90 90 85 90 95 98 90 70 - - -

T2 6 30 15 10 30 20 5 10 10 - - -

S 10 40 15 30 60 2.5 - 5 5 - - -

H 8 10 20 20 40 2 3 90 95 95 60 98

* T1: tree layer, T2: subtree layer, S: shrub layer, H: herb layer, QUA: Quercus acutissima, QUS: Quercus serrata, CAC: 
Castanea crenata, CHO: Chamaecyparis obtusa, SAC: Salix chaenomeloides, ALJ: Albizzia julibrissin, SYC: Symplocos chinensis 
var. leucocarpa for. pilosa, ROM: Rosa multiflora, OPU: Oplismenus undulatifolius, SMC: Smilax china, PET: Persicaria 
thunbergii, AGT: Agropyron tsukusiense var. transiens, PEL: Persicaria longiseta, DIC: Digitaria ciliaris.

여기에서 ni는 i번째 종의 종수, N은 총 개체수이다.
각 서식지 유형별 조사지점에서 채집된 토양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Community Analysis Package 3.01(Pisces 
Conservation Ltd)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고, 조사지

점간의 거리(유사성)는 Euclidean 거리 지수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생

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점에서 실시한 식생조사의 

결과에 의하면(Table 1), St. 1 ～ St. 3 지점은 교목층 및 아

교목층에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다른 

산림지역에 비하여 자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St. 4 
～ St. 7 지점은 식재림으로서 St. 4와 St. 5는 밤나무가 우

점하고, St. 6과 St. 7은 편백이 우점하고 있다. St. 8과 St. 9 
지점은 저수지 주변에 발달한 군락으로 왕버들과 버드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St. 10과 St. 11 지점은 밭둑으로서 각각 바

랭이와 개여뀌가 우점하고 있다. St. 12는 논둑으로서 고마리

가 우점하고 있다. 각 지점별 상세한 식생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St. 1 ～ St. 3 지점은 산림지역의 이차림으로 St. 1지역

은 교목층에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가 혼생하고 있으나 상수

리나무가 더욱 우점하고 있으며, 아교목층에는 졸참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St. 2 지점은 교목층에 상수리나무와 졸참나

무가 혼생하고 있으나 졸참나무가 조금 더 우점하고 있고, 아

교목층에서는 졸참나무와 편백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St. 3 
지점은 교목층과 아교목층 모두에서 상수리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따라서 St. 3 지점은 St. 1과 St. 2에 비하여 단순한 임

분으로 되어 있으며 출현하는 식물종수도 낮았다. 
St. 4 ～ St. 7 지점은 산림지역의 식재림을 대표한다. St. 

4와 St. 5 지점은 밤나무가 식재된 지역으로 St. 4는 교목층

에 밤나무가 우점하지만 졸참나무가 혼생하고 있으며, 아교

목층에도 역시 졸참나무와 밤나무가 함께 혼생하고 있는 반

면에 St. 5는 교목층에 밤나무만 존재하며, 아교목층에는 졸

참나무와 밤나무가 혼생하는 상태이다. St. 6과 St. 7 지점은 

편백이 식재된 지역으로 St. 6은 교목층에 편백이 우점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가 출현하고, 아교목층

에서도 편백이 우점하고 졸참나무가 출현한다. 이와 대조적

으로 St. 7에는 교목층과 아교목층에 모두 편백만이 우점하

는 양상을 나타내며, 출현하는 식물종수도 가장 작았다.
저수지 주변인 St. 8과 St. 9 지점은 교목층 및 아교목층

에 왕버들이 우점하고 있으며, 버드나무가 혼생하고 있는 상

황이며, St. 8 지점은 초본층에 고마리와 골풀이 우점하며, 
St. 9 지점은 초본층에 개밀이 우점하고 있다.

St. 10과 St. 11 지점은 밭둑으로서 St. 10 지점은 바랭이

가 우점하고 St. 11 지점은 개여뀌가 우점하고 있다. St. 12 
지점은 논둑으로 고마리가 우점하고 있다. St. 11 지점은 조

사지역 중에서 식생 높이 및 식피율이 가장 낮았다.
출현종수를 보면, 낙엽활엽수종인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가 우점하는 St. 1 ～ St. 5 지점이 15～22종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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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invertebrates surveyed at each habitat type

Habitat types Forest Reservoir Crop land

Sit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Species no. 38 41 38 44 42 33 38 40 36 35 35 45

Total individual 
no. per 5 traps 89.5 69.5 94.0 129.5 104 66.5 79.5 142.0 152.0 56.0 262.0 88.5

Individual 
no. per 5 

traps

Acari 2.5 2.0 1.0 1.5 3.5 4.0 2.0 0.5 3.0 2.0 0.0 0.5

Araneae 4.5 6.5 5.0 2.5 2.5 1.5 2.5 11.0 14.0 11.5 14.5 16.0

Collembola 2.5 4.5 7.5 24.0 32.5 7.5 1.5 86.0 70.0 8.5 211.5 19.5

Coleoptera 20.0 14.0 10.5 14.0 11.5 24.5 19.0 2.5 2.5 8.0 6.5 11.0

Hymenoptera 23.0 18.5 41.0 68.0 28.5 15.0 26.0 4.0 4.0 11.5 15.5 29.0

Diptera 35.0 22.0 24.0 13.5 16.5 13.0 25.5 30.5 47 5.5 7.0 6.5

Others 2.0 2.0 5.0 6.0 9.0 1.0 3.0 7.5 11.5 9.0 7.0 6.0

Table 3. Species diversity of soil invertebrates collected at each site

Habitat types Forest Reservoir Crop land

Sit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H' 2.96 3.40 2.88 2.82 2.83 2.96 2.83 2.65 2.92 3.17 1.78 3.02

SR 8.23 9.43 8.14 8.72 8.83 7.40 8.46 7.87 6.97 8.45 6.11 9.26

J' 0.81 0.92 0.79 0.75 0.76 0.85 0.78 0.72 0.81 0.89 0.50 0.79

D 0.08 0.03 0.10 0.10 0.12 0.06 0.09 0.12 0.08 0.04 0.35 0.07

른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고, 저수지 및 농경지에서는 

11～17종이 출현하였고, 침엽수인 편백이 우점하는 St. 6과 

St. 7 지점에서 낮은 6～12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백 식재림에서 출현 식물종이 낮은 이유는 교목층의 식피

율이 95～98%로 높아서 하위 층에 식물종이 침입하지 못하

는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토양무척추동물상

전체 조사지점에서 채집된 토양무척추동물은 모두 3문 6
강 18목 82과 137종으로 대부분이 절지동물문에 속하였다. 
절지동물문 이외에는 편형동물문 1종과 연체동물문 2종이 확

인되었다. Table 2는 서식지 유형별로 채집된 토양무척추동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출현하는 종수를 살펴보면, 서식

지 유형별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편백이 밀식되어 있

는 식재림 St. 6 지점이 33종, 농경지의 밭둑이 35종으로 낮

게 나타났다. 총 개체수는 저수지 주변의 St. 8, St. 9, 그리고 

밭둑의 St. 11 지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높은 값은 

톡토기목이 많이 채집되었기 때문이다. 서식지 유형별 각 분

류군의 분포양상을 보면, 산림지역에서는 주로 벌목의 개체

수가 많이 차지하였고, 다른 식생유형과 비교하면 진드기목

과 딱정벌레목의 개체수가 높게 나타났다. 저수지 주변 식생

에서는 톡토기목의 개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식생유형과 비교하면 파리목의 개체수가 높게 나타났다. 농

경지에서는 거미목, 톡토기목, 벌목의 개체수가 높게 나타났

다. 거미목의 경우에는 산림지역보다는 저수지와 농경지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채집된 토양무척추동물에 의한 생물종다양도를 살펴보면, 

산림지역의 다양도지수(H'), 풍부도지수(SR), 균등도지수(J') 
및 우점도지수(D) 값은 각각 2.82～3.40, 7.40～9.43, 0.7
5～0.92, 0.03～0.12의 범위를 나타냈고, 저수지 주변에서는 

각각 2.65～2.92, 6.97～7.78, 0.72～0.81, 0.08～0.12의 범

위를 나타냈고, 농경지에서는 각각 1.78～3.17, 6.11～9.26, 
0.50～0.89, 0.04～0.35의 범위를 나타냈다(Table 3). Aoki10)

는 상수리나무림이 소나무림보다 날개응애가 양적 및 질적으

로 풍부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식생유형에 의

한 생물종다양도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지점별로 비교해 보면, 졸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혼생하는 

산림지역 St. 2 지점의 다양도지수(3.40)가 가장 높았고, 우

점도지수(0.03)가 가장 낮았다. 반면, 농경지 밭둑인 St. 11이 

가장 낮은 다양도지수(1.78)와 가장 높은 우점도지수(0.35)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식생 발달이 

빈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t. 11 지점의 식생 높이 

및 전체 피도는 각각 0.3 m 및 60%였다(Table 1). 동일한 

밭둑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다양도지수(3.17)와 낮은 

우점도지수(0.04)를 나타낸 St. 10의 식생 높이 및 전체 피도

는 각각 0.8 m 및 96%였다(Table 1). 이것은 초원 중에서는 

식생의 높이가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진드기류가 많이 분포

한다는 결과와 같은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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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ndrogram of cluster analysis based on 
invertebrate species composition. A = Mixed broad-l
eaved forest, B = Plantation or pure forest, C = 
Reservoir, D = Crop land.

Fig. 2는 각 조사지점간 토양무척추동물군집에 대한 유사

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생물종다

양도에서는 서식지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집분석의 결과에서는 서식지유형 및 식생유형에 의해서 크게 

4개의 군으로 구별되었다(Fig. 2).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산림

지역(St. 1 ～ St. 7)이 저수지 주변을 포함한 농경지대(St. 8 
～ St. 12)로 크게 구분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산림지역

은 A군과 B군으로 구별되었다. A군은 교목층에 졸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혼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대상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식생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B군은 식재

림 또는 교목층이 단일 수종에 의해서 우점된 지역으로 A군

과 비교하여 단순한 식생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또한 저수

지 주변의 왕버들이 우점하는 지역의 C군과 논둑과 밭둑을 

포함하는 농경지의 D군이 구별되었다. 이와 같이 식생분포에 

따라서 출현하는 토양무척추동물이 명확히 다르게 구분되는 

것은 식생이 이들 토양무척추동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해줄 뿐

만 아니라 먹이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식생

변화에 의한 서식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토양무척추동물을 비롯한 동물상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

다. Morikawa et al.12)은 식생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한 

특정 종이 우점하는 작은 사회를 형성한다고 하였고, 날개응

애류에 대한 Aoki14)의 연구 결과에서도 특유한 우점종집단

에 의해서 식생이 다른 서식장소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토양동물 특히 절지동물의 식생 의존적 현상은 조림

지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Oh et 
al.24)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에서 무벌채지역이 벌채지역보

다 토양미소절지동물의 개체수가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면, 생태계 내의 종다양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개개의 생물종에 대한 보전에 앞서서, 그들이 살

아갈 수 있는 서식지의 보존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한 다양한 서식지가 유지된다면 다양한 식생유형이 형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특정 식생유형에 적응한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식생의 천이나 기후변화에 의한 식생대의 이동에 의해서 

현재 서식지에 정착하여 살아하고 있는 동물의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만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동물은 그 환경(식생이나 토양환경)이 사라지

게 되면 함께 사라질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

키고 있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에서 식생의 

변화 또는 동물의 변화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하여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점에서 장기간 조사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속도와 동․식물의 이동능력에 차

이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물군집의 변화 및 

동물군집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한다. 

요  약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발달해 있는 여러 가지 식생유형에

서 함정트랩을 이용하여 토양무척추동물의 분포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채집된 토양무척추동물은 3문 6강 18목 82
과 137종이었다. 출현종수는 편백이 밀식되어 있는 식재림 

St. 6지점(33종)이 가장 낮았다. 목별 개체수 분포에서는 산

림지역에서는 벌목이 많고, 진드기목과 딱정벌레목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수지 주변 식생에서는 톡토기목

이 높게 나타났고, 파리목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경지에서는 거미목, 톡토기목, 벌목의 개체수가 많았다. 거
미목의 경우에는 저수지와 농경지에서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생물종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식생 및 서식지 유형별로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조사지점별로 졸참나무와 상수리나

무가 혼생하는 산림지역 St. 2지점의 다양도지수가 가장 높

았고, 농경지 밭둑인 St. 11이 가장 낮은 다양도지수를 나타

냈다. 생물종다양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반하여 토

양무척추동물은 서식지 유형 및 식생유형별로 명확하게 4군

(낙엽활엽수혼효림, 식재림 및 단순림, 저수지, 농경지)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식지유형별 및 식생유형에 따

라서 그곳에 적응한 토양무척추동물들의 군집이 형성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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