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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분석에 의한 백두대간 남부권역 천연림의 산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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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백두대간 남부권역의 황악산, 박석산, 덕유산, 지리산 등 네 지역을 대상으로 복잡 다양한 천연림

군집을 분류하고 산림피복유형을 집약하였다. 점표본법을 이용하여 851개의 표본점에서 식생자료를 수집하였다. 조

사된 식생자료를 대상으로 Cluster 분석을 실시하여 총 18개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군집의 상층 수종 구성

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중생혼합림형, 기타활엽수림형, 굴참나무-졸참나무림형, 신갈나무림형, 소나무림형, 서어나무림

형, 구상나무림형 등 총 7개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하였다. 연구 대상지에서 신갈나무림형이 가장 넓게 분포하였

고, 위도가 낮아질수록 신갈나무림형이 분포하는 평균해발고는 높아졌다. 중생혼합림형과 기타활엽수림형은 계곡에

많이 분포하였고, 신갈나무림형과 소나무림형은 능선 부위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ssify forest communities and to aggregate forest cover types for the

complex and diversified natural forest areas of Hwangaksan, Bakseoksan, Deogyusan, and Jirisan in southern

region of Baekdudaegan Mountains. The vegetation data were collected by point-centered quarter sampling

method. Eight hundred fifty one sample points were subjected to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18 forest communities,

which were aggregated into 7 representative forest cover types on the basis of community similarity from

composition of canopy species. They were mixed mesophytic forest cover type, the others deciduous forest

cover type, Quercus variabilis-Quercus serrata cover type, Quercus mongolica cover type, Pinus densiflora

cover type, Carpinus laxiflora cover type, and Abies koreana cover type. The Quercus mongolica cover type

was most widely distributed in the study areas, and this cover type tended to occur in the place of higher

altitude as latitude was getting lower. Mixed mesophytic forest and the others deciduous forest cover type were

commonly distributed in the areas of valley, on the other hand, Quercus mongolica cover type and Pinus

densiflora cover type tended to be distributed in the areas of ridge. 

Key words : Baekdudaegan Mountains, Quercus mongolica, point-centered quarter sampling method, community simi-

larity

서 론

백두대간은 한반도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줄기로서, 백

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까지 1,400 km에 이르는 지역으

로 그 중 남한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

어 각종 훼손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남한 백두대간은 향

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80 km로 지리적으로는

우리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며, 산업적으로는 천연림이

분포하는 산림자원의 비축기지이며, 문화적으로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이자 휴양 및 생태체험의 장소이며, 생태

적으로는 한반도 생태축이자 야생 동·식물의 이동통로로

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Korea Forest Service, 2008).

백두대간 남한지역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시도는 1990

년대 중반부터 산림청의 지원 하에 학계와 환경단체를 중

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Jo et al., 2004), 그간

보고된 문헌들은 백두대간계 전체를 대상으로 자연식생

의 실체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며 백두대간계의 개별

산의 종조성이나 식생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Chung, 1998b). 백두대간 남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

시된 연구는 Chung(1998b)과 Jo et al.(2004)에 의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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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Chung(1998b)은 현존식생도와 녹지자연도를 분

석하여 군집생태학적 해석보다는 식생유형별 면적과 보

전 실태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제언하였

고, Jo et al.(2004)은 식물사회학적 방법과 수량분류법을

병용하여 광역적인 6개 식생유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식생조사 시 점표본법을 사용해 기존의 방형구법과

조사방법이 다르며, 군집 분류의 기준은 임분의 상관에 기

여하는 목본 수종들로 한정해 선행연구와 차이를 두었다. 

산림유형의 분류는 비교적 동질성을 가지는 산림의 군

집이나 군총이 다른 식생 단위와는 구별되면서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식생 부류를 같은 집단으로 묶어주는 시도이

다(Lee et al., 1996, Chung and Kim, 2012). 산림생태계

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생태 단위는 생태임

업적 산림경영계획수립과 객관적인 시업단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대부분 상관적 식별이 가능한 식생 단위

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Jo et al., 2004). 산림식생 분류방

법 중 우리나라 산림식생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 체계는

산림우점형분류(forest dominance type classification), 산림피

복형분류(forest cover type classification), 산림서식지형분류

(habitat type classification)등이 있는데 산림피복형분류는

현재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층 수목의 종에 의하여

나누어지고 명명되어 분류된 산림의 범주이기 때문에 산

림의 발달과정보다는 현재 구성요소에 중점을 둔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1996). 

남한의 백두대간은 남부권역(지리산~황악산), 중부권역

(용문산~선달산), 북부권역(태백산~향로봉)으로 나눌 수

있는데(Korea Forest Service and Green Korea, 1999;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3), Hwang et al.(2012)

이 북부권역 천연림의 군집유형 분류 및 산림피복유형을

집약하였으나, 남부권역 및 중부권역에서 수행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백두대간 남부권역에 포함되는 산 가운데 국립공원으

로 지정된 덕유산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림군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덕유산에서 실시된 선행 연구에서

는 신갈나무군집, 소나무군집, 졸참나무군집, 굴참나무군

집, 서어나무군집, 주목군집 등 한 수종이 독립적으로 군

집을 구성하거나 신갈나무-졸참나무군집, 신갈나무-활엽

수군집 등 두 수종 이상이 우점하는 군집을 보고하였다

(Kim et al., 1994; Park et al., 1994; Kim and Kil, 1997;

Kim et al., 2010; 2011). 지리산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주

요 계곡부 및 봉 위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신갈나무

군집, 졸참나무군집, 서어나무군집, 들메나무군집, 소나무

군집, 신갈나무-물푸레나무군집, 졸참나무-굴참나무군집,

신갈나무-분비나무군집, 아한대의 분비나무군집, 구상나무

군집 등이 보고되었지만(Jang and Yim, 1985; Environment

Administration, 1988; Lee et al., 1991; 2000; Choi et al.,

2000; Kim and Choo, 2003),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산림군

집에 관한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백두대간 남부

권역 천연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산림피복유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백두대간 남부권역 천연림 산림피복유

형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황악산, 박석산, 덕유산

지리산 등을 대상으로 Cluster분석을 통해 군집을 분류하

였고 군집유사성을 근거로 백두대간 남부권역 산림피복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Southern region of Baekdudaegan Mou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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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집약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백두대간 남부권역을 잇고 있는 주요 산 가

운데 황악산, 박석산, 덕유산, 지리산 등에서 실시하였다

(Figure 1). 백두대간 남부권역의 경계가 되는 추풍령과 맞

닿은 황악산은 해발 1,111 m로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

군에 걸쳐있으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북 무주에 위치한

박석산은 해발 1,100 m로 이웃한 삼도봉(1,150 m), 백수

리산(1,034 m)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덕유산은 전북 무

주군에 위치하며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향적봉

(1,614 m)을 중심으로 231.7 km2의 면적이 보호 및 관리

를 받아 왔으며, 백두대간 주 능선에 해당하는 월음령~동

엽령 구간에서 조사하였다. 지리산은 1967년 우리나라 최

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립공원 중 면적이 가

장 넓고, 1989년에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1). 천왕봉(1,915 m), 노고

단(1,507 m), 반야봉(1,751 m) 등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악

군을 형성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노고단을 중심으로 백

두대간 주 능선에 해당하는 칠불사~토끼봉, 뱀사골~화개

재, 피아골~임걸령, 심원계곡~돼지령, 성삼재~노고단 등

에서 조사 하였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3). 

백두대간 남부구간의 연평균기온은 11.7~12.8oC이며, 연평

균 강수량은 1,187.1~1,556.6 mm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1).

2. 식생 자료 수집

대면적이면서 긴 띠 형태인 백두대간의 식생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시간의 소모가 적고 조사구의 크기 및 개수

에 영향을 덜 받는(Brower and Zar, 1977) 점표본법(point-

centered quarter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점표본법은 임의의 지점 P를 설정한 후 그 지

점에서 90°로 4등분하여, 각 사면에서 점 P와 가장 가까

운 개체를 선정하고 그 개체로부터 P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Figure 2). 임의의 점 P를 설

정할 때, 조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50 m 내

외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였으며 능선, 산복, 계곡

등과 같은 지형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고, 조림지나 숲

틈(gap) · 전석지와 같은 무식생 지역은 배제하였다. 임의

로 분할한 각 사면에서 임분의 수직층위를 상 · 중 · 하로

나누어 각 층위마다 점 P와 가장 가까운 개체를 선정하고

흉고직경과 수고, P점까지의 거리 등을 기록하였으며 수

종식별과 명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07)을 참조하였다. 또한 각 표본점에서 GPS를 이용하

여 지형적 위치 및 해발고를 기록하였다. 

백두대간 남부권역 내 연구대상지 별로 황악산에서 150

개, 박석산에서 175개, 덕유산에서 225개, 지리산에서 301

개 등 총 851개 표본점에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

역에서 적절한 표본점이 설정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점 누적에 따른 출현 종 수 그래프를 Figure 3에 나타

내었다. 황악산에서는 132번째, 박석산에서는 162번째, 덕

유산에서는 172번째, 지리산에서는 273번째 표본점에서

더 이상 새로운 종이 출현하지 않아 각 지역의 표본점 설

정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식생자료 중 각 조사지역 상층에 출현한 수종을

대상으로 Ward법을 이용한 Cluster 분석을 실시하였다(Yun

Figure 2. The diagram of point-centered quarter sampling

method.

Figure 3. Species-sample curves by number of sampling

points in each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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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Chung and Kim, 2012). 각 지역에서 분류된

군집들의 수종구성 파악을 위해 Curtis and Mcintosh

(1951)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층 중요치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된 중요치를 기준으로 각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Cluster 분석으로 분류된 산림군집은 상층 수종구성을 대

상으로 Renkonen(1938)의 백분율 유사도 계수에 의한 군

집간 유사성을 산출하였고, 유사한 군집들을 묶어서 산림

피복유형별로 집약하였다. 집약된 산림피복유형과 각 군집

들이 출현하는 지형적 위치와 해발고도와의 관계를 파악하

였다. Cluster 분석은 SPSS Static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고, 그 외의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군집분류와 명명

일반적으로 군집을 분류 할 때 산림의 상관에 기여하는

Figure 4. The standard of forest community naming.

Figure 5. The forest community dendrograms yielded by minimum variance method (Ward method) of cluster analysis for 150
sampling points in Hwangaksan (a), 175 sampling points in Bakseoksan (b), 225 sampling points in Deogyusan (c), 301 sampling

points in Jiris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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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Kim, 2003) 군집의 명

명(命名) 기준은 군집의 상층을 우점하고 있는 수종의 중

요치(IV)를 근거로 하였다. 군집의 상층을 우점하고 있는

단일 수종의 중요치가 75% 이상이면 해당 수종의 단순림

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종 “림”(pure community)으로 명명

하였다(Figure 4-I). 군집 내 단일 수종이 50% 이상, 75%

미만의 중요치를 나타내면 그 수종의 “군집”(dominant

community)으로 명명하였다(Figure 4-II). 군집 내 50% 이

상의 중요치를 나타내는 수종이 없고 두 수종 또는 세 수

종의 중요치 합이 50% 이상일 때, 두 수종 또는 세 수종

을 군집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Figure 4-III). 군집 내 상

층의 어떤 수종도 25% 이상의 중요치를 나타내는 수종이

없고 다양한 수종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군집은 중생혼

합림(Mixed mesophytic forest community)으로 명명하였

다(Figure 4-IV). 군집 명명의 근거가 되는 우점수종의 비

율은 산림경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목지 구분 비

율에 기초하였다(Hwang et al., 2012).

Cluster 분석을 통하여 분류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

었고, 각 군집의 주요 수종별 중요치를 황악산은 Figure 6

에, 박석산은 Figure 7에, 덕유산은 Figure 8에, 지리산은

Figure 9에 각각 나타내었다. 

상층의 수종구성과 명명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지의

군집을 분류하여 Table 1에 요약하였다. 황악산에서 분류

된 4개 군집은 소나무군집, 신갈나무군집, 굴참나무-졸참

나무군집, 느티나무-들메나무-물푸레나무군집으로, 박석

산에서 분류된 5개 군집은 굴참나무-졸참나무군집, 신갈

나무-물푸레나무-들메나무군집, 신갈나무림, 층층나무군

집, 소나무림으로, 덕유산에서 분류된 4개 군집은 졸참나

무-소나무군집, 소나무림, 신갈나무군집, 들메나무-물푸레

나무군집으로, 지리산에서 분류된 5개 군집은 신갈나무군

집, 중생혼합림, 졸참나무군집, 서어나무군집, 나무군집 등

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4~5개 군집으로 군집의 수가

Figure 6. Species composition of overstory tree by each
community in Hwangaksan (Qm: Quercus mongolica, Pd:

Pinus densiflora, Qs: Quercus serrata, Qv: Quercus variabilis,

Fm: Fraxinus mandshurica, Fr: Fraxinus rhynchophylla, Zs:
Zelkova serrata).

Figure 7. Species composition of overstory tree by each

community in Bakseoksan (Qm: Quercus mongolica, Pd:
Pinus densiflora, Qs: Quercus serrata, Qv: Quercus variabilis,

Fm: Fraxinus mandshurica, Cc: Cornus controversa, Fr:

Fraxinus rhynchophylla). 

Figure 8. Species composition of overstory tree by each
community in Deogyusan (Qm: Quercus mongolica, Pd: Pinus

densiflora, Qs: Quercus serrata, Fm: Fraxinus mandshurica,

Cc: Cornus controversa, Fr: Fraxinus rhynchophylla, Bd:
Betula davu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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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것은 그 이하로 결정되면 각 대상지의 산림을 대

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그 이상으로 결정되면 군집간

수종구성 분화에 있어서 무의미 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

다(Lee, 2012). 

백두대간 남부권역 각 지역에서 분류된 군집 가운데 신

갈나무군집이 가장 많은 표본점을 포함하였다. 신갈나무

는 우리나라 활엽수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수종

으로 보고된바 있으며(Lee et al., 1990; Lee et al., 1998;

Yun et al., 2011), 백두대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점유면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1998b; Jo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 같은 경

향은 백두대간 북부권역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백두대간

북부권역에서는 신갈나무와 함께 군집 내 우점을 보이는

활엽수종은 피나무, 찰피나무, 팥배나무 등으로 조사된

(Hwang et al., 2012; Lee, 2012) 반면, 남부권역에서는 졸

참나무, 굴참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각 수종마다 요구하는 기온, 수분조건, 광선과 같은

미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두대간 남부권

역과 북부권역의 위도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

사지역의 종구성 및 식생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지리적 범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백두

대간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위도의 차

이는 크게 온도의 차이를 야기하여 식물의 개화나 생태계

구성종의 생활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ung, 1998b). 

이 밖에 신갈나무와 함께 백두대간 북부권역과 남부권

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고 우점 하는 활엽수종은 물푸

레나무, 층층나무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 수종의

생태적 지위폭이 넓어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적응할 수 있

는 경쟁력을 갖춘 수종임을 시사한다. 생태적 지위폭이 좁

은 종은 특수한 서식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종의 분포

Figure 9. Species composition of overstory tree by each

community in Jirisan (Qm: Quercus mongolica, Qs: Quercus

serrata, Fm: Fraxinus mandshurica, Cc: Cornus controversa,
Cl: Carpinus laxiflora, Ak: Abies koreana, Pk: Pinus koraiensis).

Table 1. Classified forest communities by cluster analysis (number of sample points in the parenthesis).

Community
Study area

Hwangaksan Bakseoksan Deogyusan Jirisan

1

Pinus densiflora
dominant

community
(11)

Q. variabilis-
Q. serrata
community

(17)

Q. serrata-
P. densiflora
community

(40)

Q. mongolica
dominant

community
(103)

2

Quercus mongolica
dominant

community
(81)

Q. mongolica-
F. rhynchophylla-
F. mandshurica 

community
(43)

P. densiflora
pure

community
(19)

Mixed mesophytic
forest community

(96)

3

Quercus variabilis-
Quercus serrata

community
(34)

Q. mongolica
pure

community
(86)

Q. mongolica
dominant

community
(115)

Q. serrata
dominant

community
(66)

4

Zelkova serrata-
Fraxinus mandshurica-
Fraxinus rhynchophylla

community
(24)

Cornus controversa
dominant

community
(15)

F. mandshurica-
F. rhynchophylla

community
(51)

Carpinus laxiflora
dominant

community
(25)

5 -

P. densiflora
pure

community
(14)

-

Abies koreana
dominant

community 
(11)

Total (851) 150 175 22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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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좁고 개체수가 적은데 반하여, 넓은 종은 환경변화

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분포역이 넓고 개체수도 많다

(Pianka, 1983). 

2. 산림피복유형 분류

백두대간 남부권역 4지역에서 분류된 18개 군집을 산림

피복유형으로 집약하기 위해 Renkonen의 군집유사성을

도입하였다. Whittaker(1956)는 아팔래치아산맥의 군집분

류 연구에서 군집 간 유사성이 80% 이상이면 동질한 군

집이며 20% 이하는 서로 상이한 군집으로 판단하였는데,

우리나라 식생의 다양성과 지형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75% 이상으로 나타나면 동질유형의 군집으

로 간주하고 그러한 유형의 군집이 몇 개 이상 되면 그 군

집유형을 백두대간 남부권역의 산림피복유형으로 판단하

였다. 그 외 군집의 수종구성 및 입지분포 특성이 독특한

군집은 하나의 다른 산림피복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대상지 네 지역의 산림피복

유형은 7가지로 분류되었다. 산림피복유형 판단 기준에

따르면 세 지역의 소나무군집은 75% 이상의 높은 군집 유

사성을 보여 동질한 군집으로 판단하고 1)소나무림형으로

간주하였다. 네 지역의 신갈나무군집은 군집 간 유사성이

75% 이상으로 나타나 같은 군집유형으로 판단하고 2)신

갈나무림형으로 간주하였다. 두 지역의 굴참나무-졸참나

무군집은 군집 간 유사성이 75% 내외로 나타나 같은 군

집유형 간주하고, 3)굴참나무-졸참나무림형으로 판단하였

다. 4)중생혼합림형은 18개 군집 가운데 유일하게 지리산

에서 분류된 군집유형으로, 각종 인위적 교란행위를 덜 받

은 환경에서 특정 수종의 우점 없이 다양한 수종들이 경

쟁하며 세대가 지나더라도 현재의 다양한 수종구성이 유

지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판단해 독립된 산림형

Table 2. Community similarity indices between each community.

Community

Mixed
mesop-
hytic
forest

Qm-Fr-
Fm

commu-
nity

Zs-Fm-
Fr

commu-
nity

Fm-Fr
commu-

nity

Qsd

commu-
nity

Qs-Pd
commu-

nity

Ccd

commu-
nity

Qv-Qs
commu-

nity

Qv-Qs
commu-

nity

Qmd

commu-
nity

Qmd

commu-
nity

Qmd

commu-
nity

Qmp

commu-
nity

Pdd

commu-
nity

Pdp

commu-
nity

Pdp

commu-
nity

Cld 
commu-

nity

J2 B2 H4 D4 J3 D1 B4 H3 B1 J1 D3 H2 B3 H1 D2 B5 J4

Mixed 
mesophytic
forest

J2 - - - - - - - - - - - - - - - - -

Qm-Fr-Fm
communityz B2 48.3

The others deciduous  
forest cover type

- - - - - - - - - -

Zs-Fm-Fr 
community

H4 50.6 64.0 - - - - - - - - - - - - - - -

Fm-Fr 
community

D4 48.1 52.3 51.0 - - - - - - - - - - - - - -

Qsd

communityy J3 31.2 28.8 22.2 16.0 - - - - - - - - - - - - -

Qs-Pd 
community

D1 33.2 29.8 21.1 23.9 58.5 - - - - - - - - - - - -

Ccd 
community

B4 33.4 32.3 28.1 33.2 11.2 18.4 - - - - - - - - - - -

Qv-Qs 
community

H3 26.4 39.7 29.1 14.7 52.0 47.8 13.0
Qv-Qs 

cover type
- - - - - - - -

Qv-Qs 
community

B1 22.5 29.6 18.0 14.9 45.0 44.4 13.4 74.3 - - - - - - - - -

Qmd 

community
J1 37.2 43.4 25.3 18.3 31.2 25.6 13.0 35.1 23.1 Qm cover type - - - -

Qmd

community
D3 28.1 43.2 28.0 23.8 24.2 26.1 16.7 30.6 18.2 80.6 - - - - - - -

Qmd

community
H2 28.2 42.5 22.4 15.4 24.9 26.6 17.3 36.2 27.9 80.6 76.6 - - - - - -

Qmp 
community

B3 19.3 38.8 22.3 12.8 21.4 17.8 12.6 32.8 22.4 75.8 80.2 80.0 - - - - -

Pdd

community
H1 14.9 14.6 5.6 6.7 17.7 37.2 8.4 24.6 26.0 13.4 5.2 18.7 10.9 Pd cover type -

Pdp 
community

D2 18.7 17.9 10.3 10.1 21.9 39.9 10.5 25.2 25.4 15.7 10.2 20.9 12.7 91.5 - - -

Pdp 
community

B5 20.5 23.4 18.2 7.8 19.1 30.8 10.4 25.4 20.8 20.8 18.8 28.7 21.3 78.4 85.2 - -

Cld 
community

J4 28.2 18.4 17.4 16.3 35.8 25.8 10.7 26.0 21.2 18.9 12.5 10.7 8.0 13.9 16.5 7.4 -

Akd 
community

J5 31.8 26.4 21.7 11.5 20.8 14.8 9.1 25.8 13.2 33.3 25.7 25.1 21.0 4.8 8.6 17.4 15.5

zQm: Quercus mongolica, Fr: Fraxinus rhynchophylla, Fm: Fraxinus mandshurica, Zs: Zelkova serrata, Cc: Cornus controversa, Qs: Quer-
cus serrata, Pd: Pinus densiflora, Qv: Quercus variabilis, Cl: Carpinus laxiflora, Ak: Abies koreana
yTop abbreviation ‘p’ and ‘d’ mean pure and dominant.



Cluster 분석에 의한 백두대간 남부권역 천연림의 산림 분류 19

으로 간주하였다(Hwang et al., 2012; Lee, 2012). 서어나

무군집은 지리산 피아골계곡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

으로 연구된 사례가 있으며(Park et al., 1991; Oh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피아골 계곡에서 조사되었고 다수

의 선행된 연구에서 서어나무군집을 우리나라 온대활엽

수림의 극상림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Park et al,

1991; You et al, 1996; Lee et al., 1997; Choi et al., 1997;

Hong et al., 2012) 독립된 산림형인 5)서어나무림형으로

간주하였다. 구상나무는 덕유산 이남 해발 1,000 m~2,000

m에서 생육하는 우리나라 특산종(Song et al., 2008)인데

지리산에서 해발고 1,140 m이상에서 patch형태로 조사되

어 독립된 6)구상나무림형으로 간주하였다. 7)기타활엽수

림형은 군집간 유사성이 70% 미만이며 단일 수종의 우월

한 우점 없이 두 수종 또는 세 수종이 최소 50% 이상의

중요치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우점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수종들의 경쟁 상태로 발달 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군집들로 간주 하였다. 예외로 현재 졸참

나무, 층층나무 등과 같은 단일 수종이 50% 이상의 중요

치를 나타내며 군집을 우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의 우점 수준을 유지 할 수 없고 다양한 수종들로 우

점이 분산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집들 역시 기타활엽수림

형에 포함 하였다. 

현재 군집의 상층내 최소 25%이상 우점율을 나타낼 정

도로 수평적 분포에 경쟁력을 보이는 활엽수종은 신갈나

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과 같은 참나무류 수종과 층층

나무, 서어나무 등의 일부 수종들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기타활엽수림형은 수종구성이 다양한 것

이 특징이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떤 수종에 의한 강한

우점은 현재시점에서는 예상 할 수 없는 군집을 의미한다

(Hwang et al., 2012; Lee, 2012).

백두대간 북부권역에서도 중생혼합림형, 기타활엽수림

형, 신갈나무림형, 소나무림형 등의 산림형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집약되었다. 신갈나무의 우점정도가 북부권역

산림형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나(Hwang et al.,

2012; Lee, 2012), 본 연구에서는 신갈나무가 가장 많은 표

본점에서 조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도에 따라 일정 해

발고에서만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 남부권역 산림형의 분

류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각 산림형과 군집별 지형적 분포를 능선, 산복, 계곡으

로 구분해 상대비율로 Figure 10에 도시하였다. 중생혼합

림형은 주로 계곡에서 많이 출현하여, 중생혼합림은 수분

조건이 좋고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산림형이

라는 Braun(1950)의 설명을 뒷받침 하였다. 기타활엽수림

형 또한 능선보다는 주로 산복과 계곡에서, 굴참나무-졸

참나무림형은 능선, 산복, 계곡에서 고루 분포하였다. 신

갈나무림형은 주로 능선 및 산복에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Figure 10. The ratio of sample points by topographical position (1Qm: Quercus mongolica, Fr: Fraxinus rhynchophylla, Fm:

Fraxinus mandshurica, Zs: Zelkova serrata, Cc: Cornus controversa, Qs: Quercus serrata, Pd: Pinus densiflora, Qv: Quercus

variabilis, Cl: Carpinus laxiflora, Ak: Abies koreana. 2Top abbreviation ‘p’ and ‘d’ mean pure and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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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는데, Suh(1993)의 신갈나무림 군집구조와 갱신

패턴 연구에서도 신갈나무는 주로 능선부와 능선사면부

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소나무림형은 황악산과

박석산에서는 주로 능선에서 나타났으나 덕유산에서는 주

로 산복과 계곡에서 조사되었다. 구상나무림형은 지리산

의 능선에서, 서어나무군집은 피아골 계곡과 일부 산복에

서 분포하였다. 

각 산림형과 군집별 최소·최대·평균 해발고 분포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백두대간의 지형요인, 특히 고도는

식생의 형성과 종다양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1998a; 1998b). 중생혼합림형의 평균

해발고는 1,003 m로 최저 해발고와 최대 해발고의 차이

가 커 분포범위가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갈나무림형의

평균 해발고는 황악산 829 m, 박석산 999 m, 덕유산

1,122 m, 지리산 1,221 m로 조사 지역의 위도가 낮아질수

록 평균해발고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미 선행된 연

구에 의하면 신갈나무군집은 위도가 약 1º 북쪽으로 올라

감에 따라서 고도가 약 200 m 내려가는 위치에 분포한다

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3),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하였다.

굴참나무-졸참나무림형은 황악산과 박석산의 해발고 최

소 359 m에서 최대 966 m에 분포하여 신갈나무림형 보

다 낮은 해발고에서 주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

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Song et al.(2001)과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03), Choung et al.(2006)의

연구에서 보고 된 바와 동일하였다. 기타활엽수림형에 속

한 각 군집들이 출현한 평균 해발고는 황악산 최소 692 m

에서 덕유산 최대 1,013 m로 각 산별로 분포 범위가 다양

했다. 소나무림형의 해발고 분포는 박석산에서 평균해발

고 920 m로 박석산의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해발고에서

나타난 반면 황악산과 덕유산에서는 평균해발고가 각각

653 m, 812 m 로 각 지역의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해발

고에서 조사되었다. 구상나무림형은 아고산대림으로 평균

해발고가 1,366 m로 가장 높은 반면, 서어나무림형은 지

리산에서 분류된 군집 가운데 평균해발고가 787 m로 가

장 낮았다.

결 론

백두대간 남부권역 황악산, 박석산, 덕유산, 지리산 등

의 천연림 군집을 분류하고 산림피복유형을 집약하였다.

점표본법을 이용하여 851개의 표본점의 식생자료 수집하

고 조사된 식생자료를 대상으로 Cluster 분석을 실시하여

총 18개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군집의 상층 수

종 구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총 7개의 산림피복유형으로

집약하였다. 1)소나무림형은 황악산과 박석산의 능선, 덕

Table 3. The altitude range of each community.

Forest cover type
Altitude range (m)

mean max min

Mixed mesophytic forest cover type J2 1,093 1,480 644

The others deciduous forest 
cover type

Qm-Fr-Fm communityz B2 859 1,091 766

Zs-Fm-Fr community H4 692 1,026 462

Fm-Fr community D4 1,013 1,214 693

Qsd communityy J3 941 1,434 618

Qs-Pd community D1 806 1,079 602

Ccd community B4 802 876 729

Qv-Qs  cover type
Qv-Qs community H3 589 966 359

Qv-Qs community B1 833 948 718

Qm  cover type

Qmd community J1 1,221 1,510 826

Qmd community D3 1,122 1,321 827

Qmd community H2 829 1,070 418

Qmp community B3 999 1,165 769

Pd  cover type

Pdd community H1 653 932 419

Pdp community D2 812 1,154 583

Pdp community B5 920 1,027 762

Cl cover type J4 787 1,211 622

Ak cover type J5 1,366 1,523 1,140
zQm: Quercus mongolica, Fr: Fraxinus rhynchophylla, Fm: Fraxinus mandshurica, Zs: Zelkova serrata, Cc: Cornus controversa, Qs: Quer-
cus serrata, Pd: Pinus densiflora, Qv: Quercus variabilis, Cl: Carpinus laxiflora, Ak: Abies koreana
yTop abbreviation ‘p’ and ‘d’ mean pure and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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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산복과 계곡에서 조사되었으며 1,000 m 미만의 해

발고에 분포하였다. 2)신갈나무림형은 본 연구대상지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였으며 주로 능선 및 산복에 생육하며

위도가 높아질수록 생육하는 해발고가 낮았다. 3)굴참나

무-졸참나무림형은 박석산과 황악산의 능선, 산복, 계곡에

고루 분포하였다. 4)중생혼합림형과 5)서어나무림형은 주

로 수분조건이 좋고 배수가 양호한 지리산 계곡에서 출현

하였다. 6)구상나무림형은 지리산 1,140 m 이상에서 patch

형태로 분포하며, 7)기타활엽수림형은 두 세수종의 비율

이 50% 이상을 나타내며 시간이 지나도 특정 수종의 우

점이 아닌 다양한 수종들로 우점이 분산 될 것으로 보인

다. 본 산림피복유형은 백두대간 남부구간 천연림의 기초

정보로서 산림경영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연속적인 산 중심의 연구 대상지 선정이라 할지라도,

남한 백두대간의 최북단인 향로봉에서 최남단의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림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백두대간 천

연림의 전체적인 산림피복유형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백

두대간 중부권역에 대한 산림피복유형분류 연구가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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