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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군락의 식생구조와 생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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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community and verify vegetation structure of Picea jezoensis community 
in subalpine zone of Mt. Kyebang, Mt. Jiri, Mt. Deogyu, 39 releves set up and was carried out to analyze ordination. 
P. jezoensis Community was classified into Acer ukurunduense subcommunity, Quercus mongolica subcommunity,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subcommunity and P. jezoensis typical subcommunity. The order of important value of the 
forest community with DBH 2cm above plants was P. jezoensis (89.22), Acer komarovii (30.50), Abies koreana (18.81),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18.10), Sorbus commixta (17.19), Betula ermanii (16.89), Pinus koraiensis (16.80), Taxus 
cuspidata (12.45), Acer ukurunduense (11.73). The DBH analysis suggests that P. jezoensis will maintain 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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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문비나무속(Picea A. Dietr.)은 북반구의 온대와 아한

대 지역에 분포하는 상록침엽수로 전 세계에 40-50종이 

있으나(Youngblood and Safford, 2002) 남한에 자생하는 

수종은 가문비나무(P. jezoensis) 1종으로(Lee, 1986) 빙

하기의 유존종(relict)이자 귀중한 자연유산이다(Han, 2008).

남한에는 오직 지리산, 덕유산, 계방산에만 생육하며(KNA, 

2010) 지리산 아고산대가 남방한계선으로(Kong, 2006) 그 

분포가 매우 제한적인데다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아 향

후 개체군의 동태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수종이다. 가문

비나무는 높이 40 m 이상이고 지름이 1 m에 달하는 고산성 

상록교목으로(Lee, 1986), 기후적으로 한랭하며 습기가 적

당히 있고, 토양은 얕은 산지 경사의 높은 고도에 분포한다

(Youngblood and Safford, 2002).

한편, 세계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

vation of Nature, IUCN)의 적색목록 평가기준에 의하면 

약관심종(LC, least concern)에 속하여 멸종의 위협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IUCN, 2010), 우리나

라 가문비나무에 대해 IUCN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적

용한 결과 멸종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되어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KFS, 2008).

현재 지구온난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IPCC, 2007), 

1990～2100년 사이에 적어도 2℃정도 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어(www.climate.go.kr) 지구온난화가 계속

될 경우 고산식물의 운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기온이 상

승하면 기후대는 남에서 북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

동하게 되는데 높은 산지에 섬처럼 고립돼 있는(mountain 

island) 고산 및 아고산 지역의 식생은 향후 온난해진 기후

가 생존과 생장에 불리해지거나 저지대에서 올라온 수종들

과의 경쟁에 밀려 크게 감소하리라 예상된다(Lee and Lim, 

2010). 고산식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유지되는 제한

된 온도 범위에서 자라므로 기온이 높아지면 식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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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eorological data of in the studied regions.

Index Hongcheon
(Mt. Kyebang)

Sancheong
(Mt. Jiri)

Jangsu
(Mt. Deogyu)

Mean Temperature(℃) 2.85～2.73 4.58～3.26 4.12～4.30
Precipitation(mm) 1405.4 1556.6 1464.3

량보다 호흡량이 많아져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 밀려 서식지에서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Kong and Watts, 1993).

우리나라 특산종이라는 이유로 구상나무의 생태 및 쇠퇴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Lee and Cho, 

1993; Kim and Choo, 2000; Oh et al., 2000; Koo et al., 

2001), 그 이외의 고산수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군집구조 변화의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

최근 가문비나무는 개체군의 크기가 작고 고립되어 있어 

종자의 발아율과 활력이 낮고(Han, 2008), 국내 가문비나

무 천연집단은 종자활력이 한정된 분포에 따른 근친교배 

및 특정 개체의 편중개화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Song et 

al., 2011) 가문비나무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문비나무군락을 체계

적으로 보전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생태적 기

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남한에 자생하는 가문비나무군락

의 유형을 분류하고, 토양특성과 지형적 환경요인을 분석

하여, 흉고직경급 분포에 따른 구조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계방산, 덕유산, 지리산의 아고산지대로 가문

비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해발 1,400-1,900 m에서 실시하

였다. 세 지역의 조사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수종은 시

닥나무, 사스래나무, 마가목, 잣나무, 미역줄나무, 철쭉, 

미역취, 가래고사리, 뱀톱, 노루오줌, 실새풀, 곰취 등이었

다. 조사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홍천(계방산), 

산청(지리산), 장수(덕유산)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난 

1981～2010년까지의 30년간 기상자료(KMA, 2001)에서 

해발고 100 m씩 상승함에 따라 평균 0.55℃씩 하강하는 

방식(Yim et al., 1990)을 적용하여 가문비나무가 분포하

는 계방산 1,472～1,515 m, 덕유산 1,566～1,599 m, 지리

산 1,635～1,875 m의 높이를 감안한 기온을 산출하였다.

2. 식생조사 및 분석

식생조사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에 걸쳐 가문비

나무의 자생지인 계방산, 덕유산, 지리산의 아고산지대에

서 이루어졌다. 계방산은 노동계곡 상류부터 계방산 정상

부근 능선에 이르는 주목군락지 일대 5개, 덕유산은 향로봉

에서 중봉에 이르는 지역에 6개, 지리산은 천왕봉(1,915 m)

을 중심으로 서로는 제석봉(1,806 m), 촛대봉(1,704 m), 

북으로는 중봉(1,875 m), 하봉(1781 m)에 이르는 능선 일

대를 대상으로 28개 조사구로 총 39개소를 설정하였으며, 

조사지역 내의 방형구 크기는 최소면적을 고려하여 100 m
2

와
 
225 m

2
로 하였다. 

조사는 식생의 종조성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교

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수관층위별 

출현종을 기록하고 평균 수고를 측정하였고, 우점도는 Braun-

Blanquet(1964)의 7등급을 변형한 Dierssen(1990)의 9등

급을 적용하였다. 조사구에서 출현하는 종 가운데 흉고직

경 2 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매목 조사를 실시하여 Curtis

와 Mclntosh(1951)의 방법에 따라 중요치(importance 

value)를 산출하였다. 조사지역의 지형적 환경요인으로는 

해발고 및 방위와 사면경사를 측정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일련의 표조작(Mue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을 거쳐 군락 분류하였으며, 총합상재도표를 작성하여 군

락간의 종조성을 비교하였다. 흉고직경급 분석은 흉고직경 

2 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중요치가 높은 5종에 한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토양 분석 

토양시료는 각 조사구에서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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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cm에서 채취하여, 자연 건조한 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NIAST, 2000).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Tyurin법으로 분석하였고, 전질소함유량은 Kjeldahl법, 

유효인산은 Ascorbic acid에 의한 몰리브덴 청법으로 정량

하였으며, 치환성 양이온 K
+
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OTIMA 7300 DV;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pH는 1：5로 희

석하여 측정하였고(Black et al., 1965; Bicklhaupt and 

White, 1982), 양이온치환용량(C.E.C. : cation exchange 

capacity)을 구하였다.

4. Ordination 분석

Ordination 분석은 CA(correspondence analysis)의 

확장인 DCCA(detrended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로 환경인자를 직접 이용하였고(Hill, 1979), 자료의 분석

은 Ter Braak(1987)의 CANOCO for window program

(version 4.5)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물사회학적 군락분류

총 39개의 조사구에서 출현한 176종을 분류한 결과, 가

문비나무군락은 부게꽃나무하위군락(Acer ukurunduense 

subcommunity), 신갈나무하위군락(Quercus mongolica 

subcommunity), 개회나무하위군락(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subcommunity), 가문비나무전형하위군락

(Picea jezoensis typical subcommunity)으로 구분되었

다(Table 2). 부게꽃나무하위군락과 가문비나무전형하위

군락은 지리산에서 출현하였고, 신갈나무하위군락은 지리

산과 덕유산에서 개회나무하위군락은 계방산, 덕유산, 지

리산에서 모두 출현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특산식물은 가

야산은분취, 구상나무, 땃두릅나무, 산앵도나무, 자주솜

대, 정영엉겅퀴, 지리터리풀, 호랑버들 등 8종이 출현하였

고, 땃두릅나무, 구상나무, 들쭉나무, 만병초, 자주솜대, 

흰참꽃나무는 산림청 지정 희귀멸종식물에 포함된다(KFS, 

2008). 

비교적 해발고가 높은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조사구들로 

평균 해발고는 1,720 m(1,472～1,875 m)이며, 평균 경사

도는 27.4°(5～46°)로 비교적 급한 편이었다. 사면방향 분

포는 북사면 6개, 북동사면 2개, 북서사면 9개, 동사면 4

개, 서사면 10개, 남동사면 1개, 남서사면 4개, 남사면 3개

로 나타났다. 

가. 부게꽃나무하위군락

본 조사구의 구분종은 부게꽃나무, 까치밥나무, 애기바

늘사초, 퍼진고사리, 땃두릅, 구상나무, 바위떡풀, 귀박쥐

나물이며, 평균 해발고는 1,812 m(1,726～1,851 m)로 4개

의 하위군락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하였다. 또한 평균

경사도는 35˚(29～46˚)로 다른 하위군락에 비해 다소 경사

가 급한 지역에 분포하였다. 방형구당 평균출현종수는 32

종으로 출현종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분류된 조사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층위별 평균피도율

은 교목층 47%로 가문비나무가 우점도 2a～4로 우점하였

으며, 구상나무가 1～2a, 잣나무가 1으로 함께 출현하였다. 

아교목층은 56%로 부게꽃나무, 시닥나무, 사스래나무, 마

가목 등이 경쟁하고 있었다. 교목층과 아교목층이 비교적 

평균피도율이 낮았던 반면 관목층과 초본층은 각각 65%, 

91%로 높은 평균피도율을 보였다. 관목층에서는 철쭉, 털

진달래, 홍괴불나무, 나래회나무, 미역줄나무 등이 우점하

여 관목층의 평균피도가 65%로 4개 하위군락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초본층에서는 가문비나무와 시닥나무의 치수

가 비슷한 피도로 생육하고 있으나, 시닥나무는 아교목성 

수종으로 가문비나무가 계속 우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초본층에는 다습한 입지에서 생육이 활발한 미역

취, 곰취, 땃두릅나무, 퍼진고사리, 뱀톱, 애기바늘사초, 

바위떡풀 등이 출현하였다. 

부게꽃나무하위군락은 모두 지리산 지역에 해당되었으

며 과거 지리산 천왕봉지역 가문비나무림의 연구(An et al., 

2010)결과에서 구상나무, 잣나무가 상층임관을 이루며 마

가목, 시닥나무, 사스래나무, 철쭉, 땃두릅나무와 같은 하

위 수반종을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나, 부게꽃나무의 출

현은 언급되지 않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나. 신갈나무하위군락

본 조사구의 구분종은 신갈나무, 조릿대, 정영엉겅퀴, 

그늘사초, 족도리풀, 뚝갈, 참취이며, 모든 수관층위별 피

도가 4개 하위군락에서 가장 낮았다. 방형구당 평균출현종

수는 31종으로 신갈나무하위군락의 교목층에서는 가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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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nthesis table of Picea jezoensis communities using by ZM school's method
A : Acer ukurunduense subcommunity, B : Quercus mongolica subcommunity, C :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subcommunity, 
D : Picea jezoensis typical subcommunity.

Community type A B C D
Number of releve 12 10 8 9
Mean altitude 1812 1657 1575 1798
Mean slope degree 35 20 24 30
Mean coverage of upper tree layer(%) 47 36 32 52
Mean coverage of lower tree layer(%) 56 49 68 54
Mean coverage of shrub layer(%) 65 53 54 54
Mean coverage of herb layer(%) 91 73 83 94
Number of species 32 31 32 30
Rock exposure(%) 32 24 21 16
Picea jezoensis 가문비나무 Ⅴ Ⅴ Ⅴ Ⅴ
Tripterygium regelii 미역줄나무 Ⅴ Ⅴ Ⅴ Ⅴ
Betula ermani 사스래나무 Ⅴ Ⅴ Ⅴ Ⅴ
Acer ukurunduense 부게꽃나무 Ⅴ
Ribes mandshuricum for. mandshuricum 까치밥나무 Ⅲ
Carex hakonensis 애기바늘사초 Ⅴ Ⅱ Ⅱ
Dryopteris expansa 퍼진고사리 Ⅴ Ⅰ Ⅰ Ⅲ
Oplopanax elatus 땃두릅나무 Ⅴ Ⅰ Ⅰ Ⅲ
Abies koreana 구상나무 Ⅴ Ⅲ Ⅰ Ⅲ
Saxifraga fortunel var. incisolobata 바위떡풀 Ⅳ Ⅰ Ⅱ

나무의 우점도가 2a～3, 잣나무가 우점도 3으로 1개 조사

구에 출현하여 가문비나무가 우세하였으며, 아교목층에서

는 신갈나무, 철쭉, 마가목, 사스래나무 등이 함께 경쟁하

고 있었다. 관목층에서는 조릿대, 당단풍나무, 말발도리, 

털진달래, 오미자 등이 출현하였으며, 초본층에서는 송이

풀, 참취, 뚝갈, 꿩의다리아재비 등이 출현하였다. 다른 하

위군락에 비해 조릿대의 피도가 높게 나타났고 신갈나무하

위군락이 다른 하위군락보다 치수가 적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조릿대가 가문비나무의 치수형성을 저해시켜 천연갱

신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Moon(2001)의 덕유산 

아고산지대의 산림식생구조에 관한 연구와 유사한 출현종

의 분포를 보였으나, 본 조사 시 관목층에서 출현한 말발도

리와 오미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 개회나무하위군락

개회나무하위군락은 총 10개 조사구가 포함되었으며, 

구분종은 개회나무, 귀룽나무, 산개벚지나무, 큰개별꽃, 

터리풀, 십자고사리, 주목, 함박꽃나무, 참당귀, 박쥐나무, 

벌깨덩굴이다. 평균해발고는 1,575 m(1,472～1,827 m)로 

출현범위가 넓었는데, 이는 조사구 중에서 위도가 높아 출

현 해발고도가 낮은 계방산과 위도가 낮아 출현 해발고도

가 높은 지리산이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층위

별 평균피도율은 교목층 32%, 아교목층 68%, 관목층 54%. 

초본층 83%로 개회나무하위군락의 교목층에서는 가문비

나무가 2a～3으로 우점하였으며, 아교목층에서는 사스래

나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마가목과 시닥나무가 경쟁하여 다

른 하위군락에 비해 아교목층의 피도가 높게 나타났다. 관

목층에서는 미역줄나무, 철쭉 등이 출현하였으며, 초본층

에서는 곰취, 뱀톱, 벌깨덩굴, 노루오줌 등 습한 지역에 잘 

자라는 수종이 출현하였다. 

라. 가문비나무전형하위군락

가문비나무전형하위군락은 총 7개 조사구로 평균노암율

은 16%(1～42%)로 노암율이 가장 낮은 입지에서 출현하였

으며, 이는 다른 하위군락에 비해 초본의 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모든 조사구가 지리산으로 

해발고가 1789 m(1643∼1875 m)인 남서∼동사면에 분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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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ommunity type A B C D
Parasenecio auriculata 귀박쥐나물 Ⅳ Ⅰ Ⅱ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Ⅲ Ⅴ Ⅱ
Sasa borealis 조릿대 Ⅱ
Cirsium chanroenicum 정영엉겅퀴 Ⅱ
Carex lanceolata 그늘사초 Ⅴ Ⅱ Ⅰ
Asarum sieboldii 족도리풀 Ⅳ Ⅰ Ⅱ
Patrinia villosa 뚝갈 Ⅳ Ⅰ Ⅰ
Aster scaber 참취 Ⅰ Ⅳ Ⅰ Ⅱ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개회나무 Ⅰ Ⅱ Ⅴ
Prunus padus 귀룽나무 Ⅳ
Prunus maximowiczii 산개벚지나무 Ⅱ
Pseudostellaria palibiniana 큰개별꽃 Ⅰ Ⅳ
Filipendula glaberrima 터리풀 Ⅳ Ⅰ
Polystichum tripteron 십자고사리 Ⅰ Ⅳ
Taxus cuspidata 주목 Ⅰ Ⅰ Ⅳ
Magnolia sieboldii 함박꽃나무 Ⅰ Ⅲ
Angelica gigas 참당귀 Ⅰ Ⅰ Ⅳ Ⅰ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obum 박쥐나무 Ⅰ Ⅰ Ⅳ Ⅱ
Meehania urticifolia 벌깨덩굴 Ⅱ Ⅴ Ⅱ
Companions
Acer komarovii 시닥나무 Ⅴ Ⅳ Ⅴ Ⅳ
Calamagrois arundinacea 실새풀 Ⅴ Ⅲ Ⅳ Ⅴ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 Ⅴ Ⅴ Ⅲ Ⅴ
Solidago virgaurea supsp. asiatica 미역취 Ⅴ Ⅳ Ⅴ Ⅳ
Pinus koraiensis 잣나무 Ⅴ Ⅲ Ⅱ Ⅳ
Ligularia fisheri 곰취 Ⅳ Ⅲ Ⅴ Ⅳ
Astilbe rubra var. rubra 노루오줌 Ⅴ Ⅳ Ⅲ Ⅳ
Thelypteris phegopteris 가래고사리 Ⅴ Ⅱ Ⅳ Ⅴ
Sorbus commixta 마가목 Ⅴ Ⅱ Ⅳ Ⅲ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털진달래 Ⅴ Ⅲ Ⅰ Ⅳ
Euonymus macropterus 나래회 Ⅴ Ⅱ Ⅱ Ⅴ
Lycopodium serratum 뱀톱 Ⅳ Ⅰ Ⅳ Ⅲ
Athyrium yokoscense 뱀고사리 Ⅴ Ⅱ Ⅰ Ⅳ
Lonicera sachalinenses 홍괴불나무 Ⅳ Ⅱ Ⅰ Ⅳ
Synurus deltoides 수리취 Ⅱ Ⅱ Ⅱ Ⅳ
Saussurea odontolepis 서덜취 Ⅱ Ⅲ Ⅱ Ⅲ
Pedicularis resupinata 송이풀 Ⅰ Ⅳ Ⅳ Ⅱ
Dryoteris crassirhizoma 관중 Ⅰ Ⅱ Ⅴ Ⅱ
Weigela florida 붉은병꽃나무 Ⅰ Ⅲ Ⅳ Ⅱ
*The other species were omitted by author.

2. 토양환경 분석

산림토양은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환경인자 중의 

하나로서 임목의 분포, 생장 및 갱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Park and Lee, 1990)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문비나무의 분포와 토양환경과의 관계를 알



송호경 / 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군락의 식생구조와 생태특성

농업과학연구 제39권 제4호, 2012. 12530

Table 3. Soil characteristic in Picea jezoensis communities.

Site Acer ukurunduense 
subcommunity

Quercus mongolica 
subcommunity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subcommunity

Picea jezoensis
typical

subcommunity
pH 4.20 4.15 4.42 4.27 

P2O5(mg/kg) 11.74 4.40 5.67 10.08 
OM(%) 15.43 16.64 15.60 20.14 
TN(%) 0.72 0.67 0.51 0.85 

CEC(cmol+/kg) 31.48 33.08 27.12 34.34 
K(cmol+/kg) 0.18 0.36 0.27 0.28 

Soil moisture(%) 44.24 39.24 46.81 49.98

OM : Organic matter, TN : Total Nitrogen, P2O5 : available phosphate, CEC : cation exchange capacity

아보고자 가문비나무군락별 토양 이화학적 특성 및 수분함

량을 분석하였다(Table 3). 

전반적인 토양환경(OM, TN, P2O5, CEC)은 가문비나무

전형하위군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문비나무군락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토양 pH의 군락

별 평균값은 4.15～4.42로 전반적으로 산성을 띠었다. 이

는 한랭습윤기후 하에서 식물 유체의 분해속도가 느려져 

유기물이 생성・집적되고 그 결과 생성된 유기산들이 축적

된 결과로 토양이 강산성을 띠게 된(Jin et al., 1994) 것으

로 보인다. 

유효인산의 경우 4.40～11.74 mg/kg으로 우리나라 산

림토양의 평균함량인 25.6 mg/kg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산림토양의 pH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철분이나 알루미

늄과 결합하여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Lee, 1993).

유기물햠량은 가문비나무전형하위군락에서 20.14%로 

가장 높았고, 부게꽃나무하위군락에서 15.43%로 가장 낮

았다. 우리나라 산림토양 A층의 평균 유기물함량인 4.5%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져 토양온도가 낮아지므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

해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이다(Hong, 2004).

토양유기물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총질소량은 

0.72～0.85%의 범위로 우리나라 산림토양 A층의 평균치 

0.19%보다 높은 값이었으며, 이는 설악산 등의 아고산대 

연구(Jeon, 2004; Han, 2008)와 비슷한 결과였다.

양이온치환용량(CEC)은 가문비전형하위군락이 34.34 

cmol
+
/kg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비옥한 것으로 나왔으

며, 개회나무하위군락이 27.12 cmol
+
/k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토양수분함량은 39.24～49.98%로 가문비나무전형하위

군락이 토양수분이 가장 많고, 신갈나무하위군락이 다소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요치 분석 

각 조사구의 식생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간 상대적 우세

를 통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Curtis와 McIntosh(1951)

의 방법에 따라 중요치를 산출하였다(Table 4). 그 결과는 

전체 37종 가운데 가문비나무의 중요치가 89.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닥나무 30.50%, 구상나무 18.81%, 철

쭉 18.10%, 마가목 17.19%, 사스래나무 16.89%, 잣나무 

16.80%, 주목 12.45%, 부게꽃나무 11.73%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가문비나무군락의 교목층은 가문비나무와 구상나

무, 마가목, 사스래나무, 잣나무, 주목이 경쟁관계에 있으

며, 아교목층은 시닥나무, 철쭉, 마가목 등이 우점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보고된 계방산 가문비나무림 

연구(Jang, 2008) 및 지리산 가문비나무림 연구(An, 2010)

와 비교하였을 때 가문비나무, 사스래나무, 주목, 잣나무, 

시닥나무, 마가목의 중요치가 높게 나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4. 흉고직경급 분석

가문비나무 군락의 군집구조를 이해하고 식생발달 과정

을 예측하기 위하여 출현한 종 가운데, 중요치가 높은 5종

을 대상으로 흉고직경급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Fig. 1).

전체적인 직경급 분포경향은 소경목에 해당하는 0～15 cm 

범위의 개체들이 76%를 차지하였으며, 중경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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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ortance value of the major tree species in the Picea jezoensis community.

Species
Relative
coverage

(%)

Relative
density

(%)

Relative
frequency

(%)

Importance
value
(%)

Picea jezoensis 55.31 22.34 11.57 89.22 
Acer komarovii 4.80 16.21 9.50 30.50 
Abies koreana 5.94 6.93 5.93 18.81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2.07 8.91 7.12 18.10 
Sorbus commixta 4.33 5.75 7.12 17.19 
Betula ermanii 6.44 9.86 0.59 16.89 
Pinus koraiensis 5.76 4.81 6.23 16.80 
Taxus cuspidata 7.48 2.00 2.97 12.45 
Acer ukurunduense 0.58 1.65 9.50 11.73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0.38 3.59 4.75 8.72 
Quercus mongolica 2.76 2.80 2.97 8.52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0.64 2.99 3.26 6.89 
Alnus sivirica 0.10 0.09 6.53 6.71 
Acer pseudo sieboldianum 0.39 1.35 2.97 4.71 
Tripterygium regelii 0.33 3.88 0.30 4.51 
Weige laflorida 0.12 0.94 2.97 4.03 
Deutzia parviflora 0.01 0.10 3.26 3.38 
Prunus padus 0.23 1.27 1.48 2.99 
Malus baccata 1.02 0.91 0.89 2.82 
Magnolia sieboldii 0.63 0.96 1.19 2.77 
Viburnum sargentii 0.02 0.10 2.37 2.50 
Euonymus macroptera 0.00 0.68 1.48 2.16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0.06 0.22 0.59 0.87 
Salix caprea 0.13 0.14 0.59 0.86 
Lonicera sachalinensis 0.01 0.22 0.59 0.83 
Prunus maximowiczii 0.16 0.16 0.30 0.62 
Acer pictum subsp. mono 0.10 0.22 0.30 0.62 
Acer tegmentosum 0.09 0.21 0.30 0.59 
The others 0.66 1.89 5.04 7.59

Total 100.00 100.00 100.00 300.00

16～30 cm 범위의 개체들이 17%, 대경목에 해당하는 30 cm 

이상의 개체들이 6%를 차지하였다. 소경목 집단, 중경목 

집단, 대경목 집단의 순서로 밀도가 높아 역J자형을 나타내

었다. 직경급 분포도의 모양에서 역 J자형은 동령림이 아닐 

경우, 침입집단 또는 극상림 집단의 특징으로서 지속적으

로 유지될 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Barbour et al., 1978). 

이에 따라 본 조사지소의 가문비나무군락은 기타 수종간의 

크기 차이가 뚜렷하여 동령림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문비나무의 직경급 분포경향은 흉고직경 11 cm 이상

의 개체가 다른 수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주요 경쟁수종인 사스래나무와 시닥나무는 10 cm 

이내의 소경목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Kang(1984)이 보

고한 지리산 침엽수림에서 구상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가 고사하여 gap이 형성되면 양수인 사스래나무가 침입한 

후 7～8년이 지나 침엽수가 침입하여 안정된 침엽수림이 

되는 Betula형 갱신형이라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시닥나무와 사스래나무는 6～10 cm 범위의 어린 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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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DBH of the major species in the Picea 
jezoensis community.

Fig. 2. Importance value curve of species population along 
elevation gradient.
1. Picea jezoensis, 2. Acer komarovii, 3. Abies koreana, 4. Rhododendron
shlippenbachi, 5. Sorbus commixta, 6. Betula ermanii, 7. Pinus 
koraiensis, 8. Taxus cuspidata, 9. Acer ukurunduense, 10.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11. Quercus mongolica, 12.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밀도가 높지만 시닥나무는 아교목층을 형성하는 수종으로 

중요치의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사스래나무는 7～8년이 

지나면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의 경우 41 cm 이상

의 대경목 밀도가 높으나, 중경목 이하의 개체가 적어 중요

치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가문비나무가 군락의 우점수종으로 계속하여 유

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산 및 아고산 지역에 자

생하는 가문비나무의 생존과 생장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

온상승으로 불리해지거나 저지대에서 올라온 신갈나무와

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기온상승에 

따른 가문비나무군락의 식생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해발고도에 따른 환경경도 분석

본 조사지역의 해발고도에 따라 주요 수종의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가문비나무는 해발 

1400 m이하에서 중요치 30.99로 시작해서 고도가 높아지

면서 점차 증가하여 해발 1800～1900 m의 지역에서는 

13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

온이 하강하므로 가문비나무 식생 분포가 주로 온도기후에 

지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상나무는 해발 1400 m에서 

1900 m까지 큰 차이가 없이 53.91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 

가문비나무와 함께 아고산대에 자생하는 수종임을 알 수 

있었다. 

잣나무는 1400 m 내외에서 중요치가 42.93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져 1900 m 내외

에서는 20.38로 나타났다. 주목은 1400 m 내외에서 78.87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1600 m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계방산에 주로 출현하여 출현고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게꽃나무는 1400 m 내외에서 20.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요치가 낮지만 1900 m까지 꾸준히 

출현하였다. 

신갈나무는 해발 1400 m 내외에서 중요치가 5.71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1700 m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갈나무는 해발 1700 m 이하의 지역이 분포적지로 판단

된다. 신갈나무와 함께 출현하는 철쭉은 1400 m 내외에서 

39.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

져 1900 m 내외에서는 8.91로 나타났다.

6. Ordination 분석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류된 가문비나무 하위군

락들과 해발고, 경사, 방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의 상

관관계를 DCCA ordination으로 분석한 결과이다(Fig. 3).

각 하위군락들은 환경요인에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여

러 환경 요인 중에서도 해발고도(온도인자)와 유효인산, 사

면방향, 토양수분함량이 가문비나무 식생분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로 나타났다. 

각 하위군락과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게꽃

나무하위군락은 해발고도가 높고, 유효인산 함량이 많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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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getation data of Picea jezoensis communities. DCCA
(detrended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ordination diagram
with plots( ○, ■ ●, △) and environmental variables(arrow)
The plots are : ○=Acer ukurunduense subcommunity, ■=Quercus
mongolica subcommunity,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subcommunity, △=Picea jezoensis typical subcommunity

며, 북서사면과 서사면의 토양수분이 많은 곳에 분포하고 

있었다. 신갈나무하위군락은 해발고도가 낮고, 유효인산 

함량이 적은 서사면과 남서사면의 토양이 건조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개회나무하위군락과 가문비나무전형하

위군락은 해발고도가 중간이고 유효인산 함량도 중간정도

인 지역에서 북사면과 북서사면은 개회나무하위군락이, 서

사면은 가문비나무전형하위군락이 분포하고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아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가문비나무군락

을 분류하고 식생구조를 밝혀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방산, 지리산, 덕유산 지역에 

39개의 방형구를 설치하여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따라 군락

을 분류하고, 구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문비나무군락은 

부게꽃나무하위군락, 신갈나무하위군락, 개회나무하위군

락, 가문비나무전형하위군락으로 분류되었다. 중요치는 

가문비나무가 89.22%로 가장 높았으며 흉고직경급 분석에

서도 Betula형 갱신을 통하여 군락의 우점수종으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문비나무의 우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문비나무군락의 식생과 환경요인의 상관관계

에서는 해발고도와 방위, 토양수분함량과 유효인산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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