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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군락구조와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1

- 무등산국립공원을 상으로 -

장정은2⋅이상철3⋅강 미4⋅유승 5⋅신해선6⋅최송 7*

The Plants Social Network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lant Community Structure 

and the Social Network1

- Conducted in Mudeungsan National Park -

Jung-Eun Jang2, Sang-Cheol Lee3, Hyun-Mi Kang4, Seung-Bong Yu5, Hae-Seon Shin6, Song-Hyun Choi7*

요 약

환경과 식물, 식물과 식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식물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식물사회학적 방법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결합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이 연구되고 있다. 식물사회네트워크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식물사회 분석과 기존의 종간결합분

석 방법과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무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식생구조분석을 실시하고 기존의 종간결합분석과 식물사회

네트워크를 비교 하였다. 식생조사를 위해 옛길 2구간을 대상으로 60개 조사구를 설치하여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 

TWINSPAN과 DCA 분석결과 60개 조사구는 해발고 800m를 기준으로 졸참나무-소나무군락(군락Ⅰ), 신갈나무군락(군락

Ⅱ)으로 나누어졌다. 출현빈도 30%이상인 수종 간 상관관계분석과 DCA분석을 실시한 후 각 군락별 주요수종을 중심으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졸참나무와 소나무, 신갈나무는 각각 –0.450**, -0.375**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DCA에서도 1축을 따라 졸참나무와 소나무는 가까이, 신갈나무와는 멀리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40개 조사구를 추가하여 100개 조사구에 출현수종을 조사하였다. 네트워크 구조 분석결과, 378개의 연결선이 

나타났고, 한 수종 당 평균 6종과 결합을 가졌다. 밀도는 0.097, 지름은 7, 평균 경로거리는 2.788로 나타났다. 식물사회네트워

크 분석은 기존 종간결합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기존의 분석법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식물사회 구조 관찰에 용이했다.

주요어: 관계, Pearson 상관계수, DCA, TWINSPAN, 식물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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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ts Social Network(PSN) analysis combines the plant sociological method and the social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plant society focusing on environmental-to-plant and plant-to-plant relationships. PSN is at an 

early stage of research and require comparing plant society analyses in various environments and existing 

interspecies binding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 vegetation structural analysis of Mudeungsan National 

Park and compared the existing interspecies connection analysis with the PSN. A total of 60 plots were 

established for a survey on the Old Trail. The TWINSPAN and DCA analysis showed that the 60 survey plots 

were divided into the Quercus serrata-Pinus densiflora community (Community I) and the Quercus mongolica 

community (Community II) based on an altitude of 800 meters. We performed the interspecies correlation with 

more than 30% emergence frequency and the DCA analysis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a focus on the major 

species in each colony. The results showed that Quercus serrata had a correlation of -0.450** and -0.375** with 

Pinus densiflora and Quercus mongolica, respectively. The DCA analysis also confirmed that Quercus serrata 

was located close to Pinus densiflora and far from Quercus mongolica along one axis. For the PSN analysis of 

PSN, 40 survey plots were added to investigate the species appearing in a total of 100 survey plots. The network 

structural analysis showed 378 links and a species having an average of 6 interspecies bindings. The density 

was 0.097, the diameter was 7, and the average path distance was 2.788, similar to the PSN analysis result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The plant social network analysis showed similar results to the existing 

interspecies combination analysis, enabling analyzing more data than the existing methods and observing the 

structure of plant society.

KEY WORDS: RELA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DCA, TWINSPAN, PLANT SOCIAL 

NETWORK

서 론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란 노드(node)

라 불리는 개체(entity)와 그들 간의 관계(relationship)로 정의

되며, 개별 구성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관점과 달리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한다(Marin and Wellman, 2011; Wasserman 

and Faust, 1994).  사회연결망분석은 구조적․관계적 접근법

(structural, relation approach)을 통해 사회적 개체 간 관계의 

구조적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측정하여, 관계로부터 도

출되는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물리

학, 의학,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이용한 논문들의 주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다(Kim and Chang, 2010).

Moreno(1934)는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 방

법으로서 소시오메트리(sociometry)를 제안하였으며, 개체를 

나타내는 노드(node)와 관계를 나타내는 라인(line)을 이용하

여 사회적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체계적인 기법인 소시오

그램(sociogram)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현상을 개인

적 요소가 아닌 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의 구조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소시오메트리 개념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사

회 구조를 시각화하였다(Scott, 2000).

식물사회학이란 생물적‧비생물적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식

물공동체와 식물사회의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다(Lee et al., 

2020). 식물군락은 특정 종조성을 갖는 식물 사회로 정량화 

및 정성화를 통하여 명명된 식물사회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Braun-Blanquet, 1965). 식물군락은 근접한 식물군락과 연속

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생육환경에 따라 독특한 종 조

성을 갖고 기능과 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갖는다(Kim and 

Lee, 2006). 식물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분류분석방법 중 지표

종을 중심으로 군락을 분류하는 TWINSPAN(Two Way 

Indicator Species Analysis)(Hill, 1979b)과 조사구 간 상이

성을 바탕으로 조사구를 배치하는 서열분석방법 중 

DCA(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Hill, 19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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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을 적용한 CCA(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Ter Braak, 1986) 등 여러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었

다. 또한 구성종간의 친화력, 연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종간결

합분석을 실시하여 왔으며, 종간결합분석 결과는 주로 성좌표

(plexus diagram)로 표현되어왔다(Lee et al., 1998a; Kim 

and Yun, 2009; Byeon and Yun, 2017). 그러나 많은 자료량

을 분석하고 나타내기에는 기존 분석방식에 한계가 있다.

Lee et al.(2020)는 복잡한 식물사회 속 식물과 환경, 수종과 

수종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식물사회(phytocoenosen; 

plants society)’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의 합성어인 

식물사회네트워크(Plants Social Network)란 용어와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식물사회적 

방법과 사회과학적 방법을 융합하여 현존하는 식물사회구조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많은 양의 종간결합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성좌표 작성 방법 대신 모집단인 실체적인 식물

사회 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러나 식물사회네

트워크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대상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여 비교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종간

결합분석 방법들과 비교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해발 1,187m

의 천왕봉을 필두로 서석대, 입석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경관

이 분포하고 뛰어난 자연생태계에 기인하여 2013년 3월 4일 

제 2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5). 무등산국립공원은 전체면적은 75.425㎢로 광

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인접

하여 개발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Lee et al., 2015). 

무등산국립공원의 식생 연구로는 광주광역시 도시림의 현존식

생과 식생구조(Lee and Oh, 1995), 도시림관리를 위한 식생단

위구분과 정밀식생도 작성(Cho et al., 2000), 무등산국립공원 

식생복원공사지역 식생회복 평가(Shim, 2017), 무등산국립공

원 중봉과 누에봉 복원공사지역 식생회복 평가(Kim and 

Shim, 2019), 무등산국립공원 외래목초지 식생 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Park, 2019) 등이 있으며, 식생복원과 관련된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등산국립공원 중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양호한 곳을 대상으로 식생조사 및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Figure 1. Surveyed plots in Mudeung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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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연림의 식생구조 파악과 식물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파

악하고 기존의 종간결합분석 방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향후 국

립공원 관리방안의 기초 정보자료 및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새로운 식물사회 분류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및 개황

무등산국립공원 옛길은 증심사 지구에 편중된 탐방객을 분

산시키고 균형 있는 이용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08년 조성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 중 옛길 2구간은 원효사에

서부터 서석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오랫동안 탐방객의 출입

이 제한되어 오다 2009년 10월 10일에 개방되었다. 상대적으

로 최근 개방되었으며, 도심과 떨어져 식생이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인위적인 훼손이 덜 되어 자연생태계 보존상

황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 옛길 2구간을 대상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옛길 2구간 내 해발고도를 따라 60개 조사구

(10×10m)를 설치하여 매목조사를 하였다. 추가로 다양한 환경

의 식물사회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도원계곡을 따라 10개 지

점을 설치하고 1개 지점 당 4개 조사구의 출현수종을 조사하였

다(Figure 1). 본 조사는 2019년 06월 29일과 30일에 실시하

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1) 식물사회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사회과학에서 데이터 유형은 대표적으로 속성형 데이터

(attribute data)와 관계형 데이터(relational data)가 있다. 식

물사회네트워크분석을 위해 60개 조사구에 40개 조사구를 추

가하여 100개 조사구에 출현하는 수종을 조사하였다. 총 100

개 조사구의 출현수종 중 출현빈도 5%미만을 제외한 63수종

을 대상으로 속성형 데이터로는 각 수종의 성상(상록/낙엽/반

상록), 출현빈도, 연결선 수(degree)를 수집하고, 관계형 데이

터로는 종간 쌍에 대한 2×2 분할표를 작성하여 χ
검정

(Chi-square statistic)을 실시한(Agnew, 1961; Brower and 

Zar, 1977) 결과를 수집하였다(Table 1). 종 A와 B가 함께 

관찰된 방형구수 (a), 종 A만 관찰되고 종 B가 없는 방형구수 

(c), 종 B만 관찰되고 종 A가 없는 방형구수 (b) 및 둘 다 

관찰되지 않은 방형구수 (d)를 계산하였다.

Species B

Species A

existence
nonexisten

ce

existence a b a+b

nonexistence c d c+d

a+c b+d n=a+b+c+d

Table 1. Two × two contingency table for association 
between two species, A and B 

*a= The number of SUs where both species occur, b= The 

number of SUs where species B occurs, but not A, c= The 

number of SUs wherer species A occurs, but not B, d= The 

number of SUs where neither A not are found

(ad-bc)는 두 종의 친화 또는 소원 관계를 나타낸다. ad값이 

bc값보다 크면 양성결합, 작으면 음성결합을 나타낸다. 종간결

합을 χ검정으로 판정할 때 계산된 값이 χ분포표의 5% 또는 

1% 유의수준의 χ값보다 작으면 두 종은 무작위 결합을 한다

고 판정한다. χ분포표의 자유도(DF=(2-1)(2-1)) 1에서 χ값

은 5%와 1% 유의수준에서 각각 3.84와 6.63이다.

두 종 사이의 결합을 양성결합(+), 음성결합(-) 또는 무작위

결합(0)으로 표시하며, 양성결합 쌍의 χ값이 5% 수준이면 

+, 1% 수준이면 ++, 음성결합 쌍이 5% 수준이면  , 1% 수준

이면 로 나타냈다.

2) 네트워크 구조 분석

시각화 및 구조분석은 무료 오픈소스인 Gephi 0.9.2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ark et al.(2014)에 의하면 네트워

크는 링크의 연결정도(degree), 밀도(density) 등을 통해 얼마

나 결속되어 있는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연결정도는 

친화종 수(연결선 수)로 판단이 가능하며, 밀도는 네트워크에

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링크의 개수와 실제 링크 수의 비를 의미

한다. 많은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드는 여러 측면에서 위치

적 우위를 가지며, 연결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중심성(centrality)은 가장 많이 쓰이는 

측정 방법 중 하나이며 중요한 개념이다(Kim, 2015). 본 연구

에서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을 계

산하여 도출했다(Lee, 2018).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

결된 다른 노드들의 개수로, 연결된 결점 수의 합을 의미한다

(Kim et al., 2016).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얼마나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여 네트워크 전역에 미

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Lee, 2010). 매개중심

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매개중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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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해당 노드는 네트워크 흐름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Freeman, 1978).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해당 노드의 중심성과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3) 식물사회네트워크 시각화 설계

종간 결합 중 양성결합(+, ++)의 χ값을 기초로 식물사회네

트워크를 시각화 하였다(Table 2). 속성형 데이터는 노드의 크

기, 노드의 색과 글자 크기로 나타내며, 노드는 수종을 나타낸

다. 이 때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을 적용하여 양성결합을 

가지는 수종이 많을수록 노드의 크기가 커지며, 양성결합 값이 

클수록 선을 굵게 표시하였다. 노드의 색은 식물성상을 나타며, 

글자크기가 커질수록 해당수종의 네트워크 내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20).

4) 종간결합분석

60개 조사구에서 출현한 88종을 대상으로 서열분석을 하였

으며,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한지를 파악하는 

상관분석을 통하여 수종간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출현빈도 

30% 이상인 수종의 평균상대우점치를 토대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

계수를 통한 종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식물

사회네트워크분석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5) 식생 및 환경요인 조사

식생조사는 대상지 내에 설치된 방형구에 대해 교목층, 아교

목층, 관목층으로 층위를 구분하여 수관층위별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Park, 1985). 조사구에 출현하여 상층수관을 이루

는 흉고직경(DBH) 2cm 이상의  교목층과 수고 2m 이상, 교목

층 이하 수목을 아교목층, 수고 2m이하의 수목을 관목층으로 

구분하였다. 10m×10m 방형구 내 교목층과 아교목층 수목의 

흉고직경을 측정하였으며, 관목층은 방형구의 가장자리 

5m×5m 소방형구 1개소를 설치하여, 출현한 수목의 수관폭(장

Classification Content Data Type

Node Species Attribute data

Size of node Degree Attribute data

Color of node
Plant Group

(Deciduous, Evergreen)
Attribute data

Size of text Betweenness Centrality Attribute data

Line and thickness
Interspecific association

(Chi-square statistic: p<0.01, p<0.05)
relational data

Table 2. Design for sociogram elements of Plants Social Network

Quercus serrata,  Sasa borealis(-) Lindera erythrocarpa, Quercus mongolica(+)

Level 1
Division1

Ⅰ Ⅱ

Site No.

1,2,3,4,5,6,7,8,

9,10,11,12,13,14,

15,16,17,18,19,20,

21,22,23,24,25,26,

27,28,29,30,31,32,

33,34,35,36,37,38,39,

40,41,42,43,44,46,49

45,47,48,50,

51,52,53,54,55,

56,57,58,59,60

Figure 2. The dendrogram of classification by TWI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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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단변)을 조사하였다. 각 조사지의 환경요인은 해발고, 사면

방향, 경사도, 식피율을 조사하였다.

6) 식물군락구조 조사

식생조사 자료를 토대로 무등산국립공원의 식물군락별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Curtis and McIntosh(1951)의 중요치

(Importance Value; I.V.)를 통합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상대

우점치(Brower and Zar, 1977)를 수관층위별로 분석하였으

며, 종다양도지수(Pielou,1975), 유사도지수(Whittaker,1965)

를 계산하였다. 

조사한 식생자료를 바탕으로 식물군락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60개 조사구의 군락분류는 TWINSPAN에 의한 군락분

석(Hill, 1979b) 및 DCA ordination(Hill, 1979a)분석을 실시

하여 분류하고 군락별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분류된 군락 간 

유사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사도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식생조

사 자료를 토대로 각 수종의 상대적 우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Curtis and McIntosh(1951)의 중요치(Importance Value; 

I.V.)를 통합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상대우점치(Brower and 

Zar, 1977)를 수관층위별로 분석하였다. 상대우점치

(Importace Percentage; I.P.)는 (상대밀도+상대피도)/2로 계

산하였으며, 평균상대우점치(Mean Importance Percentage; 

M.I.P.)는 층위별로 개체 간 크기(현존량)를 고려하여 가중치

를 부여한 (교목층 I.P.×3+아교목층 I.P.×2+관목층 I.P.×1)/6

의 식을 이용하였다(Park, 1985).

결과 및 고찰

1. 식물군락구조

1) 군락분류 및 유사도지수

무등산국립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한 60개 조사구에 분류분

석 중 TWINSPAN 분석을 통해 각 조사구에서 출현하는 수종

들 중 환경요인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종(indicator 

species)을 중심으로 군락을 분류하였다(Manhas et al., 

2009). Division 1에서는 졸참나무와 조릿대(-)와 신갈나무와 

비목나무(+)를 중심으로 분리가 되었으며, 총 2개의 군락으로 

나누어졌는데 군락 Ⅰ은 46개의 조사구, 군락 Ⅱ는 14개의 

조사구로 나누어졌다(Figure 2).

TWINSPAN에 의한 군락분류를 보완하고, 군락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구 간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조사구를 배치

하는(Orloci, 1978) DCA기법을 이용(Orloci, 1978; Choi 

and Kang, 2006)하여 전체 60개 조사구에 대해 분석을 실시

Figure 3. The result of DCA(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ordination of 60 plots(Ⅰ:
Quercus serrata-Pinus densiflora  community, Ⅱ: Quercus mongolic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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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TWINSPAN에서 군락Ⅰ로 분리된 조사구 43과 46은 

DCA분석으로 상호보완 하여 군락Ⅱ로 재배치되었다(Lee et 

al., 1994). DCA분석 결과 제1축과 2축의 eigenvalue가 각각 

0.639, 0.293으로 4개축 전체 합 1.190의 78.3%에 해당하여 

total variance에 대한 집중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제1축

을 기준으로 불연속적으로 군락이 나타났는데, 군락 분포의 유

사도는 고도에 따른 온도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Yun et al., 2010), 제1축은 환경요인 중 해발고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TWINSPAN과 DCA 분석 결과와 더불어 

조사구별 종조성 및 평균상대우점치와 해발고도를 고려하여 

60개소의 조사구는 2개의 군락으로 나누어졌다. 군락Ⅰ은 졸

참나무-소나무군락으로 44개의 조사구, 군락Ⅱ는 신갈나무군

락으로 16개의 조사구가 포함되었다(Figure 3).

서열분석에서 분리된 2개의 군락에 대해 유사도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유사도지수가 20% 미만일 때 이질적인 

집단이고, 80% 이상일 때 생태적으로 유사한 동질적인 집단이

다(Whittaker, 1956). 군락Ⅰ과 군락Ⅱ는 26.89로 낮은 유사

성을 보였다. 이는 두 군락의 교목층 우점종 차이가 크게 작용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Community*

Ⅰ

Ⅱ 26.89

Table 3. Similarity index among two communities

*Community: Ⅰ: Quercus serrata-Pinus densiflora community, Ⅱ: Quercus 

mongolica community

2) 군락별 대상지 개황

TWINSPAN과 DCA를 통해 분류된 2개 군락 조사구의 일

반적 개황을 확인한 결과(Table 4), 해발고도 800m를 기준으

로 군락 간 종조성에 있어 불연속성이 잘 나타났다. 신갈나무는 

종조성이 비교적 해발고가 높은 능선부 주변에서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Jeong and Oh, 2013; Lee et al., 2016). 군락

Ⅱ(신갈나무군락)는 해발고 800m 이상에서 출현하여 해발고

에 따른 식생분포특성이 군락 분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된 향은 북향이며, 해발고가 높아짐에 따라 경사는 

급해졌으며, 상대적으로 해발고가 높은 군락Ⅱ의 교목층과 아

교목층 평균수고가 군락Ⅰ보다 낮게 나타났다.

3) 상대우점치 분석

TWINSPAN과 DCA를 적용한 결과 전체 조사구는 2개의 

군락으로 분류되었으며, 군락Ⅰ(졸참나무-소나무군락)에서는 

소나무(I.P. 40.0%)가 교목층에서 우점하는 가운데 졸참나무

Community* Ⅰ Ⅱ

Site number

1,2,3,4,5,6,7,8,9,10,

11,12,13,14,15,16,17,18,19,20,

21,22,23,24,25,26,27,28,29,30,

31,32,33,34,35,36,37,38,39,40,

41,42,44,49

43,45,46,47,48,50,

51,52,53,54,55,

56,57,58,59,60

Number of plots 44 16

Altitude(m) 576.36±114.64 868.75±65.51

Aspect( °) 71.14±101.29 220.63±136.99

Slope( °) 13.57±2.82 21.94±5.41

Canopy
Mean Height(m) 18.66±2.16 11.94±1.39

Coverage(%) 69.89±4.38 67.81±2.56

Understory
Mean Height(m) 10.50±2.16 5.63±1.09

Coverage(%) 65.23±13.72 73.13±4.79

Shrub
Mean Height(m) 1.10±0.20 1.22±0.26

Coverage(%) 84.09±9.60 77.50±10.65

Table 4. General description of the physical and vegetation of the two communities 

*Community: Ⅰ: Quercus serrata-Pinus densiflora community, Ⅱ: Quercus mongolica community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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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7.5%)와 경쟁하고 있으며, 아교목층에서는 때죽나무

(I.P. 24.4%), 관목층에서는 조릿대(I.P. 82.8%)가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군락Ⅱ(신갈나무군락)의 교목층

은 신갈나무(I.P. 52.3%), 아교목층은 비목나무(I.P. 17.6%), 

관목층에서는 조릿대(I.P. 33.3%)가 우점하고 있었다.

군락Ⅰ 교목층에서 소나무와 졸참나무가 경쟁관계에 있으

며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소나무 치수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아교목층에서 때죽나무, 산딸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경쟁하고 

있었다. 인위적인 관리가 없으면 향후 참나무류를 비롯한 낙엽

활엽수림으로 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Choi et al., 1997; Lee 

et al., 2012). 군락Ⅱ는 교목층에서 신갈나무 평균상대우점치

가 가장 높으며, 조릿대의 하층에서 광량이 적어도 신갈나무 

종자크기가 크고 높은 영양분 함량으로 발아초기에 빠르게 성

장이 가능해 신갈나무 우점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Kikuzawa, 2005).

Figure 4. Sociogram of Plant Social Network on Mudeungsan National Park

Ap: Acer palmatum, Api: Acer pictum subsp. mono, Aps: Acer pseudosieboldianum, Aa: Actinidia arguta, Aq: 

Akebia quinata, Ae: Aralia elata, Cj: Callicarpa japonica, Cc: Carpinus cordata, Ccr: Castanea crenata, Csi: 

Celtis sinensis, Ck: Cephalotaxus koreana, Cco: Cornus controversa, Cko: Cornus kousa, Ch: 

Corylus heterophylla, Cs: Corylus sieboldiana, Dp: Deutzia parviflora, Eal: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Eh: 

Euonymus hamiltonianus, Eo: Euonymus oxyphyllus, Fm: Fraxinus mandshurica, Fr: Fraxinus rhynchophylla, Fs: 

Fraxinus sieboldiana, Im: Ilex macropoda, Lma: Lespedeza maximowiczii, Lob: Ligustrum obtusifolium, Le: 

Lindera erythrocarpa, Lg: Lindera glauca, Lo: Lindera obtusiloba,  Ls: Lindera sericea, Lv: Lonicera vidalii, Mm: 

Meliosma myriantha, Mb: Morus bombycis, Pt: Parthenocissus tricuspidata, Psc: Philadelphus schrenkii, Pa: 

Physocarpus amurensis, Pd: Pinus densiflora, Ps: Platycarya strobilacea, Pv: Pourthiaea villosa, Pse: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Qm: Quercus mongolica, Qs: Quercus serrata, Qv: Quercus variabilis, Rm: 

Rhododendron mucronulatum, Rs: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Ry: Rhododendron yedoense, Rt: 

Rhus trichocarpa, Sw: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Sja: Sapium japonicum, Sbo: Sasa borealis, Schi: 

Smilax china, Ssi: Smilax sieboldii, Sa: Sorbus alnifolia, Sb: Staphylea bumalda, Si: Stephanandra incisa, Sp: 

Stewartia pseudocamellia, Sj: Styrax japonicus, Sc: Symplocos chinensis, Vo: Vaccinium oldhamii, Vd: 

Viburnum dilatatum, Ve: Viburnum erosum, Ws: Weigela subsessilis, Zs: Zanthoxylum schinifolium, Zse: Zelkova 

serrata

*Color means plant of groups(Green: Everegreen, Yellow: decid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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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Layer

 Species
C1 U S M

Layer

 Species
C1 U S M

Ⅰ

(44 plots)

Quercus serrata 37.5 8.5 0.2 21.6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3.2 6.4 0.4 3.8

Pinus densiflora 40.0 - - 20.0 Acer pseudosieboldianum - 6.2 0.5 2.1

Sasa borealis - - 82.8 13.8 Platycarya strobilacea 3.6 0.8 - 2.1

Styrax japonicus 2.2 24.4 0.5 9.3 Cornus controversa 1.2 3.0 - 1.6

Stewartia pseudocamellia 4.3 10.5 - 5.6 Lindera erythrocarpa 0.3 2.4 4.2 1.6

Cornus kousa 1.9 11.6 0.1 4.8 Others 5.9 26.4 11.3 13.7

Ⅱ

(16 plots)

Quercus mongolica 52.3 13.6 0.2 30.7 Fraxinus mandshurica 6.1 0.5 - 3.2

Lindera erythrocarpa 23.4 17.6 7.9 18.9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 7.3 2.7 2.9

Styrax japonicus 9.1 7.8 0.2 7.2 Physocarpus amurensis - - 15.7 2.6

Sasa borealis - - 33.3 5.6 Acer pseudosieboldianum - 6.3 1.4 2.3

Sapium japonicum - 14.6 2.3 5.2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 4.7 0.8 1.7

Morus bombycis 1.6 7.9 1.0 3.6 Others 7.5 19.8 34.7 16.2

Table 5. Importance percentage of major woody species by the stratum in each communities 

*Community: Ⅰ: Quercus serrata-Pinus densiflora community, Ⅱ: Quercus mongolica community

Division Evergreen Deciduous Sum

Number of species 3 60 63

Ratio(%) 4.76 95.24 100

Table 6. Classification of all species that appeared in the 60 plots surveyed

Species
Frequency

(plots)
Species

Frequency

(plots)

Lindera erythrocarpa 95 Pinus densiflora 31

Styrax japonicus 84 Smilax china 31

Acer pseudosieboldianum 67 Viburnum erosum 27

Sasa borealis 64 Weigela subsessilis 27

Quercus serrata 59 Lespedeza maximowiczii 24

Stephanandra incisa 53 Stewartia pseudocamellia 22

Symplocos chinensis 46 Callicarpa japonica 22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44 Lindera sericea 21

Sapium japonicum 41 Meliosma myriantha 20

Quercus mongolica 39 Fraxinus sieboldiana 20

Lindera obtusiloba 38 Cornus controversa 20

Morus bombycis 36 Euonymus oxyphyllus 18

Staphylea bumalda 33 Ligustrum obtusifolium 17

Corylus sieboldiana 33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17

Sorbus alnifolia 33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15

Cornus kousa 32 Total Survey plots: 100

Table 7. Species list which occurred more than 15% frequency in Mudeung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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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

1) 출현 수종의 구분 및 빈도 분석

100개 조사구별 출현빈도 5% 이상을 기준으로 63종의 성상

을 분류한 결과(Table 6), 낙엽성 수종이 60종으로 전체의 

95.24%를 차지하였으며, 상록성 수종은 소나무, 개비자나무, 

조릿대 3수종으로 전체 4.76%만 나타났다. Kim and 

Kim(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약 20%가 상록성, 

낙엽성 수종이 약 80%라고 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본 연구결

과에서 낙엽성 수종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대상지 위치

와 조사구 개수가 한정되어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지 내 출현한 총 63수종 중에서 출현빈도 15%이상

인 주요 수종의 출현빈도를 나타내었다(Table 7).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수종은 비목나무로 95개소에 출현하였으며, 뒤

이어 때죽나무(84개소), 당단풍나무(67개소), 조릿대(64개소), 

졸참나무(59개소) 순으로 출현 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대도

시에 인접해 있어 인위적인 훼손이 많이 발생했으며(Shim, 

2017), 기존의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은 일부로 비

목나무(Lindera erythrocarpa)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Lee(2020)의 부산광역시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목나무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대상지는 자연생태계가 양호하지만 도시 부근에 있는 산림

지역에 지속적인 훼손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

로 해석된다. 때죽나무(Styrax japonicus)는 중부이남 산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도시림의 낮은 지대에서 대기오염에 적

응을 잘하는 수종으로(Woo et al., 2000), 군락Ⅰ 아교목층에

서 우점하고 군락Ⅱ의 아교목층에서 비목나무, 사람주나무, 산

뽕나무 다음으로 우점하며 84개 조사구에 출현하였다. 당단풍

나무(Acer pseudosieboldianum)는 북향이나 계곡부에서 잘 

적응하고 내음성 및 내한성이 강하여 다른 나무 하층에서도 

잘 자란다(Kima and Kim, 2016). 조릿대(Sasa borealis)는 

산림하층에 침입하면 개체군의 존속기간이 길고 광범위하게 

우점하며(Cha and Chun, 2002), 타감물질을 분비하여 다른 

종자발아를 억제한다((Nakashizuka, 1988; Peter et al., 

Network Properties Plants Social Network of Mudeungsan National Park

Nodes 63

Degree 378

Average Degree 6

Graph Density 0.097

Network Diameter 7

Average Path Length 2.788

Table 8. Statistics of Plants Social Network on Mudeungsan National Park

Figure 5. Sociogram of the Major species of Pinus densiflora, Quercus serrata and Quercus mongo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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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졸참나무(Quercus serrata)는 신갈나무에 비해 해발고

가 낮은 곳에 주로 분포한다(Lee et al., 2010). 군락Ⅰ에서 

소나무보다 우세한 세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참나무류를 비롯

한 낙엽활엽수림으로 점진적인 식생 천이가 일어날 것으로 사

료된다(Yu, 2018).

Species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Styrax japonicus 3 0.31 19.63 0.08

Sasa borealis 9 0.37 173.93 0.33

Quercus serrata 7 0.35 42.87 0.46

Stephanandra incisa 15 0.47 280.82 0.99

Symplocos chinensis 5 0.33 41.61 0.12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7 0.37 72.19 0.44

Rhus trichocarpa 11 0.40 59.26 1.00

Quercus mongolica 7 0.36 32.74 0.26

Lindera obtusiloba 4 0.38 63.62 0.20

Morus bombycis 8 0.39 133.74 0.34

Staphylea bumalda 6 0.39 63.12 0.35

Corylus sieboldiana 3 0.31 19.63 0.08

Sorbus alnifolia 2 0.30 1.77 0.07

Cornus kousa 7 0.32 34.25 0.29

Pinus densiflora 12 0.42 113.44 0.99

Smilax china 6 0.40 71.71 0.52

Viburnum erosum 10 0.39 32.81 0.84

Table 9. Result of centrality analysis on major species

Figure 6. The result of DCA(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ordination of 88 Species(The species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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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화 및 구조 분석

무등산국립공원 내 100개의 조사구에서 출현빈도 5% 이상

인 수종을 중심으로 χ검정(Chi-square statistic)을 실시한 후 

양성결합을 가진 수종들을 대상으로 식물사회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였다(Figure 4.) 소시오그램을 보면 군락Ⅰ(졸참나무-

소나무군락)은 우측하단에, 군락Ⅱ(신갈나무군락)는 좌측하단

에 분포하고 있었다. 군락의 분포특성이 식물사회네트워크분

석 결과로 잘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화된 식물사회네트워크의 구조 분석결과(Table 8), 출

현한 수종은 모두 63종이며, 연결선 수는 189개로 나타났다. 

1개의 연결선 수는 쌍방 종간결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378개

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의 수종에 연결되어 있는 

선의 개수는 평균 6개로, 한 수종 당 약 6종과 종간결합을 가지

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연결선의 

개수와 실제 연결선 수의 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식물사

회네트워크 밀도는 0.097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에서 구축

된 네트워크 밀도(0.01 미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산광역시 산림과 비슷한 수치이며 식물사회가 더 복잡한 구

조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관계에 있다는 점과 제한된 공

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20).

네트워크 지름은 한 노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까

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본 식물사회네트워크 지름은 7로 나타

났다. 평균 경로거리는 2.788로 한 수종을 중심으로 평균 

2.788 단계만에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광역시 산

림 식물사회네트워크의 지름은 5, 평균 경로거리는 2.268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직까지 초기 연구단계로 다양

한 대상지를 기반으로 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식물사회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무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구축된 식물사회네트워크 소시

오그램의 주요 수종별 중심성 분석 결과 국수나무

(Stephanandra incisa)가 위세중심성을 제외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3의 중심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9). 국수나무는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한 주요 주연부

수종으로(Oh and Park, 2001), 탐방로 가까이서부터 조사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수종과 빠르게 연결되며 네트워크 중심에 위

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조사구 범위‧설치지점‧개수를 달

리하여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수나무를 제외하고 

연결중심성이 높은 수종은 소나무, 담쟁이덩굴, 개옻나무, 굴참

나무 순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수종이 많다는 것으

로 다양한 수종과 잘 어울린다는 뜻이다.

근접중심성은 밤나무, 소나무, 굴참나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직접 연결된 수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종

까지 고려하여 매개 역할을 하는 수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중심성은 조릿대, 굴참나무, 산뽕나무 순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수종들은 다른 수종과 수종 간 관계를 통제하거나 중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위세중심성은 해당 수종과 연결된 수종의 중심성까지 함께 

고려한 것으로, 중심성이 높아 네트워크 내에서 비중 있는 수종

Si Sp Sc Ve Sj Le Sja Cko Mb Lo Pd Fs Qm Sbo Qs

Sp -0.207

Sc -0.025 -0.272*
1

Ve 0.048 0.217 -0.165

Sj 0.057 -0.305* 0.261* -0.136

Le 0.049 -0.286* 0.003 -0.181 -0.100

Sja 0.052 -0.081 -0.023 -0.076 0.113 0.642**

Cko -0.228 0.103 -0.242 -0.017 0.080 -0.027 -0.008

Mb -0.068 -0.199 0.068 -0.130 0.027 0.381** 0.047 -0.061

Lo -0.018 0.079 -0.007 -0.065 -0.141 0.153 0.245 -0.051 0.248

Pd -0.080 0.375** -0.274 * 0.552** -0.064 -0.339** -0.207 -0.082 -0.215 -0.220

Fs 0.060 -0.039 -0.084 0.325* -0.064 -0.184 -0.071 -0.134 -0.108 -0.079 0.380**

Qm -0.007 -0.294* 0.581** -0.218 -0.329* 0.189 -0.060 -0.227 0.252 0.248 -0.375** -0.106

Sbo -0.516** 0.214 -0.346** -0.061 0.015 -0.309* -0.333** 0.403** -0.141 -0.386** 0.138 0.030 -0.433**

Qs -0.166 0.023 -0.272* -0.064 0.066 -0.397** -0.196 0.102 -0.308* -0.072 -0.158 0.015 -0.450** 0.453**

Sa 0.061 0.008 -0.083 0.142 0.180 -0.107 -0.031 -0.159 -0.070 0.148 0.260* 0.153 -0.245 -0.082 -0.167

Table 10.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pecies with more than 30% frequency

1 Asterisk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 p < 0.05, **: p < 0.01) 

* The species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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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위세중

심성이 가장 높은 수종은 개옻나무, 국수나무, 소나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7. Comparison of DCA and Plant Social Network Analysis(The species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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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간결합분석

1) 주요 수종별 상관관계

60개 조사구별 출현빈도 30% 이상인 수종의 평균상대우점

치를 기준으로 수종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0). 유

의확률 0.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수

종은 국수나무, 비목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등 16종

이다.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은 비목나무와 사람주

나무로 두 수종다 주연부에 우세하게 출현하는 수종이다(Oh 

and Park, 2001) 또한 비목나무가 언급된 삼림군집구조 연구

에서 사람주나무와 서어나무, 노린재나무 등 다양한 수종과 함

께 출현하였으며(Cho et al., 1991; Kim and Oh, 1993), 인위

적인로 훼손된 곳에서는 일부 교목층을 우점하기도 하며, 대부

분의 군집에서 교목하층 이하에서 출현한다(Lee et al., 1994). 

다만, 출현빈도 95%인 비목나무가 식물사회네트워크 소시오

그램에서 표현이 되지 않았다. 이는 제한된 공간과 조사구 개수

가 한정적이며, 대부분의 조사구에 출현하면서 전반적으로 수

종들과 관계를 맺어 유의미한 관계가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다양한 환경의 식물사회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락Ⅰ의 주요수종인 소나무와 덜꿩나무, 쇠물푸레나무, 노

각나무; 졸참나무와 조릿대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으로는 소나무와 신갈나무, 노린재

나무; 졸참나무와 신갈나무, 산뽕나무, 노린재나무가 있었다. 

상관관계분석과 소시오그램을 비교하면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은 해당 수종의 노드와 가까이 배치되어 연결되어 있었으

며,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들은 좌측 신갈나무 노드 중심으

로 가까이 있었다(Figure 5).

군락Ⅱ의 주요수종인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노린재나무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소시오그램에서도 신갈나무와 

노린재나무의 노드가 가까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한 연결을 표

현하기 위해 연결선이 굵게 나타났다. 반면, 신갈나무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졸참나무, 조릿대, 소나무, 때죽나무, 노각나

무와는 멀리 떨어져 배치되었다.

기존의 종간 상관관계분석과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비교

해본 결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분석을 식물사회네

트워크분석과 병행하여 시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수종의 서열분석

60개 조사구에 출현한 88종을 서열분석을 실시하고(Figure 

6), 고지대에 분포하는 군락Ⅱ(신갈나무군락)에만 출현한 수종

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군락Ⅱ에만 출현하는 수종은 쪽동

백나무, 까치밥나무, 함박꽃나무 등으로 1축을 기준으로 연속

적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1축은 환경요인 중 해발고인 것으

로 사료된다. 주요 수종인 소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를 중심

으로 상관관계분석, DCA분석과 식물사회네트워크분석을 비교

하였을 때 유사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 DCA

와 식물사회네트워크를 정확한 수치가 아닌 시각적으로 비교하

는 것에 그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고찰

무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60개 조사구를 설치하여 식생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TWINSPAN과 DCA분석 결과 

해발고 800m를 기준으로 군락Ⅰ은 졸참나무-소나무군락, 군

락Ⅱ는 신갈나무군락으로 나누어졌다. 해발고에 따른 환경변

화가 종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Jeong and Oh, 

2013).

군락구조분석 결과, 군락Ⅰ 교목층에서 졸참나무와 소나무

가 경쟁하고 있으며, 아교목층에 참나무류를 비롯한 낙엽활엽

수가 우점하고 있었다. 소나무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관리가 없

다면 경쟁에서 도태되어 낙엽활엽수림으로 천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Cho and Choi, 2002). 군락Ⅱ는 교목층에 신갈나무의 

평균상대우점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락Ⅰ과 마찬가지

로 관목층에 조릿대가 우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락Ⅰ에 비해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릿대 분포면적이 적었

다. 또한 신갈나무 종자 특성상 하층에 광량이 적어도 잘 발아

하기에 현 식생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Kikuzawa, 2005). 

두 개의 군락 모두 관목층에서 조릿대가 가장 높게 우점하였는

데, 이로 인해 치수생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개화 

후 고사하여 원래 수세를 회복하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며, 그 

사이 천연 경신이 일어나므로(Makita, 1992; Park and Choi, 

2017)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등산국립공원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결과 출현한 수종은 

모두 63종이며, 연결선 수는 189개로 나타나 총 378개의 관계

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식물사회네트워크 밀도는 0.097로 나타

났으며, 이는 부산광역시 산림과 비슷한 수치로 식물사회가 일

반 사회과학분야에서의 네트워크보다 더 복잡한 구조의 네트워

크로 연결 되어있다는 점과 제한된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20). 네트워크 지름은 

7, 평균 경로거리는 2.788이였는데, 부산광역시 산림 식물사회

네트워크의 지름은 5, 평균 경로거리는 2.268로 본 연구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출현빈도 95%로 가장 많이 출현한 비

목나무는 폭넓은 분포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수종으로(Lee, 

2014), 부산광역시 산림연구에서도 높은 출현빈도를 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목나무는 χ검정에서 유의한 확률로 나

타나지 않아 소시오그램에 표현되지 못했다. 이는 Lee et 

al.(2014)의 연구 조사구 수(708개소)보다 현저히 적은 100개 

조사구 중 95개소 출현하여 대부분의 수종들과 관계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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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유의한 관계를 맺는 수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아직까지 연구 초기단계로 다양한 대상지를 기반으로 조사

구 면적‧개수 등을 달리하여 여러 유형의 식물사회네트워크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물사회네트워크분석을 기존의 종간결합분석방법 중 상관

관계분석과, 수종 서열분석과 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60개의 

조사구에 출현빈도 30% 이상인 수종의 평균상대우점치로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수종은 국수나

무, 비목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등 16종이다. 0.642

로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은 주연부에 우세하게 

출현하는 비목나무와 사람주나무이다(Oh and Park, 2001). 

상관관계분석 시 각 군락별 주요수종을 기준으로 정의 상관관

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수종을 식물사회네트워크분석과 

비교하였다. 군락Ⅰ에서 소나무와 졸참나무와 정의 상관관계

를 갖는 수종은 덜꿩나무, 쇠물푸레나무, 노각나무; 조릿대가 

있었으며,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은 신갈나무, 노린재나무; 

신갈나무, 산뽕나무, 노린재나무가 있었다. 정의 상관관계를 갖

는 수종끼리는 소시오그램에서 가까이 배치되어 연결 되었으

며,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들은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소시

오그램 좌측에 모여 나타났다. 군락Ⅱ에서 신갈나무를 중심으

로 노린재나무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소시오그램에서

도 신갈나무와 노린재나무의 노드가 가까이 배치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연결선이 굵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졸참나무, 조릿대, 소나무, 때죽나무, 노각나무와는 멀리 

떨어져 배치되었다. 기존의 상관관계분석과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을 비교해본 결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분석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 어려우므로 식물사회네트워크분석과 

병행하여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종 서열분석을 한 후 해발고 800m 이상에서만 출현한 

수종들이 1축을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1축은 

환경요인 중 해발고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DCA분석 

결과를 상관관계분석과 더불어 소시오그램과 주요 수종을 중심

으로 비교하였다. 소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수종들은 소시오그램, 서열분석 모두에서 가

까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물사회네트워크분석은 기존의 종간결합분석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식물사회 구조와 수종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용이하였다. 더불어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실체적인 식물사

회 구조 관찰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초기단계인 식물사회네트워크분석을 기존의 

식물사회학적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비교한 결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식물사회네트

워크는 수종의 출현유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기에 졸참나

무와 소나무가 한 조사구에 동반 출현하여도 경쟁관계로 향후 

참나무류를 비롯한 낙엽활엽수림으로 천이될 수 있는 산림천이

경향 등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식물사회학적 방법을 토대로 

식물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종간결합분석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분석이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상관관계분석, 서열분석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으나, 수치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속적으

로 다양한 환경의 식물사회구조를 분석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환경에 따른 식물 간의 관계에 대해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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