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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경제성장과 함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년 인.  2020
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이상의 고령인구 65
비중이 로 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 사16.4% 800
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Statistics Korea, 

이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2021). 
질병 및 노화를 예방하는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천연 항산화 물,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Hong and Kim, 

각종 질환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종을 조2016). 
절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인 항산화제는 합성 항
산화제 보다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제를 
이용하는 추세이다 식물자원은 오래전(Noh, 2006). 
부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어 왔
다. 식물자원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들이 기능성 식품, 
화장품의 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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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가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도 있으며 자, 
원식물은 향후 잠재적 이용가치가 높다(Kang, 2012; 
Song et al., 2020).

산초나무(Zanthoxylum schinifolium 는 운향과)
산초나무속에 속하는 높이 정도의 (Rutaceae) 3 m 

낙엽활엽관목으로 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서로 어긋난
다 자생지는 중국 대만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 , 
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산야에 분포하고 있다 산초나. 
무는 오래전부터 식욕증진 신경통 감기 등 다양한 , , 
용도로 이용되었다 산초나무에 함유된 . quecetin, 

류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질병 예방의 phenol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et al., 

따라서 약용식물인 산초나무가 새롭게 주목받2005). 
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권장 소득 작물로 산초나무를 , 
지정하였고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 우수 품종 개발 ,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Jang, 2007; Choi, 2012). 

산초나무와 관련된 연구로 은 Cheng et al.(2002)
등의 성분을 보고하였고alkaloids, furnas, steroid , 

그 외에도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Tsai et al., 2000; Zhao et al., 2001; Cho et al., 

산초나무의 항산화 효과에 관해 항당뇨2002). , 
억제활성 지질과산화 monoamine oxidase (MAO) , 

억제활성, 1,1-dipheny1-2-picryl hydrazyl (DPPH) 
소거 활성 등이 보고되었다radical (Mun et al., 

1994; Chen et al., 1995; Jo et al., 2002; Kim et 
산초나무 열매나 잎의 항균 항산화 항염al., 2002). , , 

증 등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산초나무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또한 산초나무는 약리작용뿐만 아니라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 가장 오래된 , 
전통적인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Choi, 2020). 
만 야생 산초나무 종자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 
는 실정이다 산초나무에 대한 수요가 (Kang, 2015).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량생산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배적지에 대한 연구가 , 
필요하다 재배적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자생지에서의 생장 및 유용성분 특성이 우선적으
로 구명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산초나무 자생지에 ,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향후 산초나무 자생지의 입지환경 토양, 
환경 식생구조 등과 같은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재배, 
적지 판정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2. 

조사지 개황2.1. 

본 연구 대상지는 경남 서부의 함양군 거창군 하, , 
동군 산청군 경남 남부의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 , , , 7
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지가 경남 서부와 (Fig. 1). 
남부지역에 편중된 것은 현장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 , 
보고서 식생결과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개체 이상 , 10
분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산초나. 
무 자생지를 대상으로 년 월부터 년 월2020 4 2021 6
까지 입지환경 토양환경 및 식생을 조사하였다 조사, . 
지역의 기상환경은 지난 년간 년 의 기30 (1981~2010 )
상자료 를 참고하였다 조사지 (KMA, 2020) (Table 1). 
중 하동과 고성은 기상관측소가 없는 관계로 각각 진
주와 통영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함양군은 평균. 
기온 연평균강수량 거창군은 평13.4 , 1,325 mm, ℃
균기온 연평균강수량 산청군은 12.6 , 1,241 mm, ℃
평균기온 연평균강수량 통영시는 13.8 , 1,593 mm, ℃
평균기온 연평균강수량 거제시는 15.0 , 1,664 mm, ℃
평균기온 연평균강수량 로 통영시15.5 , 2,000 mm℃
와 거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및 분석 방법2.2. 

자생지 입지환경과 식생조사는 확인된 개소를 대19
상으로 크기의 방형구 개를 10 × 10 m (100 ) 19㎡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입지환경은 장비. GPS (Garmin, 

를 사용하여 고도 방위60CSx) (altitude/m), (aspect), 
경사 지형 암노출(slope/O), (topography), (exposure of 

을 조사하였다 전토심 과 유효rock/%) . (soil depth/cm)
토심 은 토양프로필 작성 시 (effective soil depth/cm)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낙엽층 두께, (litter layer 

는 낙엽이 쌓인 상층부에서 토양표면까지의 depth/cm)
두께를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0 cm .

토양의 물리적 분석을 위한 토양시료는 스100 cc 
테인리스 원통을 이용하여 채취하였으며 토양의 화학, 
적 분석을 위한 토양시료는 각 방형구에서 유기물층을 
제외하고 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실험실에서 음건 3 . 
후 토양 는 유기물함량 은 pH pH meter, (OM) Tyurin
법 전질소 는 법 유효인산, (TN) Micro-Kjeldahl , 
(Available P2O5 은 법 치환성양이온) Lancaster , (Ca2+, 
Mg2+, K+, Na+ 은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법 양이온) , 
치환용량 는 법으로 분석하였다(C.E.C) Brown .

식생조사는 방형구 내에 출현한 수종을 식물사회학적 
방법 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출현 (Braun-Blanquet, 1964) , 
식물은 교목층 이상 아교목층 관목층(8 m ), (2~8 m), 

초본층 미만 으로 구분하여 (0.8~2 m), (0.8 m )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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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본층을 제외한 모든 층위는 수종 흉고직경 등, 
을 측정하고, 초본층은 수종과 피도를 측정하였다. 
중요치 는 (Importance Value, IV) Curtis and 

의 방법으로 산출하였고 수관의 McIntosh (1951) , 
층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대우점치(MIV: Mean 

를 도출하였다 각 층위별 구성 Importance Value) . 
종의 다양성과 균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Shannon- 

의 종다양도 최대종다양도Weaver (H’), (Maximum 
균재도 우점도 를 분석하였다H’), (J’), (D) (Pielou, 

군집분석은 1975). PC-ORD V.7 (McCune and 

다변량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군Mefford, 2016) 
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출현빈도가 미만의 종, 5% 
을 제외하여 나타내었다 한편 의 식을 . Levins(1968)
이용하여 자생지별 산초나무의 생육인자를 이용하여 
생태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토양의 이화학성은 SPSS statistics program 26(I
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을 실시BM, USA) (ANOVA)

하였으며 자생지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 Duncan's 
를 실시하였다multiple range test (p=0.05) .

Fig. 1. Location of the investigated sites.

Site 
Temperature ( )℃ Prec.

(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Mean

Hamyang -0.3 1.9 7.0 12.4 17.9 21.9 25.2 25.6 20.0 13.7  7.9 1.6 12.9 1296.6

Geochang -1.3 1.0 6.0 11.9 17.1 21.2 24.3 24.5 19.4 12.9  6.6 0.5 12.0 1284.7

Sanceong 0.4 2.5 7.1 12.8 17.8 21.6 24.8 25.1 20.3 14.1  8.0 2.1 13.1 1534.1

Tongyeong 3.1 4.9 8.8 13.4 17.6 20.9 24.5 26.1 22.5 17.5 11.4 5.3 14.7 1533.9

Geoje 2.6 4.5 8.5 13.4 17.9 21.2 24.8 26.1 22.0 16.8 10.7 4.7 14.4 1934.3

Hadong 0.3 2.7 7.4 12.9 18.0 21.8 25.3 26.0 21.4 15.0  8.2 2.0 13.4 1500.4

Table 1. Meteorological data of surveyed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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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3. 

입지환경3.1. 

산초나무 자생지는 해발 의 범위까지 182~764 m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 산. (Ⅳ
청 의 번 조사구가 로 가장 낮았고 조사지 ) 10 182 m , 

하동 의 번 조사구가 로 가장 높은 것으로 ( ) 8 764 mⅢ
나타났으며 평균고도는 였다 방위, 375.6 m (Table 2). 
는 곳 중 서사면 과 남사면 이 각각 곳 동19 (W) (S) 5 , 
사면 이 곳 남동사면 북서사면 남서사(E) 3 , (SE), (SW), 
면 이 각각 곳으로 다양한 방위에 산초나무 자(SW) 2
생지가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사는 전 조사. 
지에서 이하의 완경사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15°
타났고 암석노출률은 조사지 함양군 의 번과 , ( ) 2 3Ⅰ 
번 조사구를 제외하면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지10% . 
형은 조사지 을 제외하면 모든 조사지에서 사면부인 Ⅰ
것으로 나타났다 토심은 범위인 것으로 . 58~91 cm 
조사되었는데 계곡부가 가장 낮은 토심을 보였으며 , 
평균 로 나타났다 유효토심도 토심과 마찬가76 cm . 
지로 계곡부에서 가장 낮은 였으며 조사14~25 cm , 
지 하동 이 평균 약 로 가장 깊은 것으로 ( ) 46 cmⅢ 
조사되었다 지형적인 요인과 상층식생의 영향을 받. 
는 낙엽층 두께는 계곡부에 위치한 조사지 이 2~3 Ⅰ

로 가장 낮았고 다른 지역은 의 범위에 cm , 5~8 cm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환경3.2. 

산초나무 주요 자생지의 층 토양을 분석한 결과A
토양의 입경분포는 모래 (Table 3), 62.9~82.9%, 

미사 점토 의 구성비로 각각8.9~28.3%, 3.9~10.2%
의 평균은 로 나타났다 이 결72.7%, 20.2%, 7.1% . 
과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 구성비인 모래 37.

미사 점토 그리고 경남지역 산3%, 44.8%, 17.9%, 
림토양의 모래 미사 점토 31.7%, 47.5%, 20.8%(Je

에 비해 모래함량은 두배 이상 높ong et al., 2002)
고 미사와 점토 함량은 낮은 값이다. 즉 산초나무는  
배수가 잘되는토양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래함량이 에 가까운 양질사토는 양호한 . 80%
배수로 수분과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보수력과 보
비력이 낮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성은 조사지 함양(Chesworth, 2008). ( ), Ⅰ Ⅱ 
거창 고성 는 양질사토 나머지 ( ), ( ) (Loamy sand), Ⅴ 

조사지는 사양토 로 나타났다 토양의 (Sandy loam) . 
용적밀도는 조사지 하동 통영 거제( ), ( ), ( )Ⅲ Ⅵ Ⅶ 
가 0.75~0.77 g/cm3로 다른 조사지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 0.89 g/cm3로 우리
나라 산림토양 지점의 표토 평균 용적밀도 731 0.98 
g/cm3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Lim, 2020)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 함량과 용적밀도 . 
간에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모래 함량이 많
을수록 토양의 용적밀도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C

와는 차이를 보였다elik et al., 2010) . Watson & 
은 용적밀도 Himelick(2013) 1.49 g/cm3 이상부터  

수목의 뿌리생육에 장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는
데 산초나무 뿌리생장에 용적밀도가 제한인자는 아, 
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기물 함량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입자밀도는 전 조사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 , 2.65 g/cm3(2.63~2.66 g/c
m3 의 범위로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 입자밀도 )
2.55 g/cm3 보다는 조금 높은 (Jeong et al., 2002) 
것으로 나타났다.

산초나무 자생지 토양의 는 평균 이었으pH 5.10
며 조사지별로 에서 까지 조사되었다 조사, 4.94 5.21 . 
지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유기물 함량 은 조사지 거제 가 로 유(OM) ( ) 11.9%Ⅶ
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 
는 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3.7~7.5% . 
림의 생산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전질소(TN)
는 평균 였으며 조사지에 따라 의 0.29% 0.19~0.43%
범위였다 조사지 함양 과 하동 이 유의적으. ( ) ( )Ⅰ Ⅲ 
로 높게 나타났다 유효인산 함량은 . 1.66~7.05 pp

의 범위였으며 평균 이나 조사지에 따m , 3.84 ppm
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완성 양이온은 . 
Ca2+이 평균 3.11 cmol+/kg (0.50~5.87 cmol+/kg), 
Mg2+이 평균 0.93 cmol+/kg(0.16~2.03 cmol+/kg), 
K+이 평균  0.51 cmol+/kg(0.16~0.86 cmol+/kg), N
a+이 평균 0.44 cmol+/kg(0.05~1.16 cmol+ 으로 /kg)
나타났다 조사지 함양 거창 통영. ( ), ( ), ( ), Ⅰ Ⅱ Ⅵ 

거제 는 치환성양이온 함량이 ( ) CaⅦ 2+>Mg2+>K2+>
Na+ 순으로 나타나 산림토양의 일반적 경향과 같았 
으나 조사지 하동 과 산청 은 , ( ) ( ) NaⅢ Ⅳ +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지 고성 는 . ( ) MgⅤ 2

+>K+>Ca2+>Na+ 순으로  Mg2+과 K+이 Ca2+보다 함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양이온 흡수능력
을 의미하는 CEC 양이온치환용량 은 평균 ( ) 12.3 cm
ol+ 으로 /kg 5.1 cmol+ 에서 /kg 14.9 cmol+ 의 범/kg
위였으며 조사지 산청 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 ( )Ⅳ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청지역을 제외하면 . CE

는 식물생육 적정범위C (12 cmol+ 에 있는 것으/kg)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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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ltitude
(m)

Aspect
Slope
(°)

Rock
(%)

Topography
Soil depth

(cm)
Effective soil depth 

(cm) 
Litter depth

(cm)

Ⅰ

1 683 W 10  5 Valley 58 14 2

2 687 W  5 20 Ridge 70 25 3

3 649 SW  7 20 Valley 60 17 2

Ⅱ

4 593 SE  5  5 Slope 84 35 4

5 602 S  7  5 Slope 80 30 5

6 605 SE  7  5 Slope 80 32 5

Ⅲ

7 663 W  4 10 Slope 87 45 6

8 764 SW  2  5 Slope 85 50 6

9 277 S  5  5 Slope 79 42 7

Ⅳ

10 182 W  2  5 Slope 76 29 6

11 231 W  6  5 Slope 80 25 5

12 229 NW  7  5 Slope 72 24 6

Ⅴ
13 153 E  5 10 Slope 68 32 5

14 147 E  5 10 Slope 62 36 5

Ⅵ
15  87 S 10  5 Slope 77 36 5

16 115 E  5  5 Slope 70 37 7

Ⅶ

17 111 NW 15  5 Slope 86 41 8

18 185 S  5  5 Slope 91 38 6

19 174 S  5  5 Slope 85 40 6

Table 2. General description of Zanthoxylum schinifolium habitats

Site* Sand (%) Silt (%) Clay (%) Soil texture
Bulk density 

(g/cm3)
Particle density 

(g/cm3)

Ⅰ
82.9a 8.9c 8.2a

Loamy sand
0.98a,b 2.65a

±6.0 ±8.0 ±3.1 ±0.05 ±0.01

Ⅱ
77.2a 17.5b 5.3b

Loamy sand
1.05a 2.66a

±8.9 ±4.5 ±4.5 ±0.16 ±0.03

Ⅲ
70.8a,b 20.3a,b 8.9a

Sandy loam
0.77b 2.65a

±7.6 ±2.1 ±3.2 ±0.2 ±0.02

Ⅳ
69.6a,b 22.2a,b 8.3a

Sandy loam
1.05a 2.64a

±5.3 ±3.5 ±1.9 ±0.13 ±0.01

Ⅴ
77.6a 17.3b 5.1b

Loamy sand
0.84a,b 2.65a

±2.8 ±4.3 ±1.6 ±0.11 ±0.04

Ⅵ
67.9a,b 28.3a 3.9b

Sandy loam
0.76b 2.65a

±10.8 ±8.6 ±2.3 ±0.09 ±0.01

Ⅶ
62.9b 27.0a 10.2a

Sandy loam
0.75b 2.63a

±4.1 ±8.0 ±4.7 ±0.14 ±0.02

Mean 72.7 20.2 7.1 - 0.89 2.65
*Site were shown in Table 1
Values are means of 9 replicates±SD
Different letters indicate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p<0.05)

Table 3. Soil physical properties of Z. schinifolium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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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나무 자생지와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화학적 
특성 을 비교해보면 토양 평균 (Jeong et al., 2002) , 

은 우리나라 산림토양 평균 과 경남의 pH 5.10 5.48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유기물 5.27 . 
평균 함량 는 우리나라 산림토양 와 경6.41% 4.49%
남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질소는 3.44% . 
평균 로 우리나라 평균 경남 보0.29% 0.19%, 0.14%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초나무 자생지 , 
토양의 높은 유기물 함량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인산 함량은 평균 으로 우리나라 3.84 ppm 25.6 

경남 에 비해 아주 낮은 값을 보였는ppm, 19.5 ppm
데 상대적으로 산초나무 자생지 토양의 낮은 에 , pH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치환성양이온인 . Ca2+, K+, 
Na+은 높은 값을 보였고, Mg2+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이온교환용량 . 12.3 cmol+ 은 /kg
우리나라 12.5 cmol+ 경남 /kg, 10.4 cmol+ 와 비교/kg
하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남도 내 산초나무 . 
자생지는 전체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모래성분이 많은 
토양으로 경남의 산림토양보다 와 유효인산 함량은 pH
낮지만 보비력의 지표인 토양유기물 함량과 전질소 양, 
이온치환용량이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높게 나타나 양
질의 토양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구조3.3. 

중요치3.3.1. 

산초나무 자생지의 산림군집 분류는 총 개의 군4
집으로 설정하였으며 산초나무 비목 군집, - (Zs-Le), 
밤나무 비목 군집 소나무 산초나무 군집- (Cc-Le), -

곰솔 산초나무 군집 으로 분석되었(Pd-Zs), - (Pt-Zs)
다 이들 군집의 층위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 ( , , , 
층 별 우점치를 분석한 결과 산초나무 비) (Table 5), -
목 군집의 교목층은 분류군이 나타났으며 벚나무14 , 
와 산뽕나무 물푸레나무 팽나무가 경쟁관계에 있는 , , 
것으로 나타났다 아교목층에서는 분류군이 분포하. 21
였고 산초나무의 우점치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 , 24.0
이어 비목 물푸레나무 순이었다 관목층에서는 분, . 4
류군이 나타났고 산초나무가 로 가장 높은 우점, 62.8
치를 보였으며 두릅나무 초피나무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초본층에서는 주름조개풀의 우점치가 . 
높았으며 산초나무의 우점치도 로 높게 나타났다9.5 .

밤나무 비목 군집은 교목층 분류군 아교목층 - 11 , 21
분류군 관목층 분류군이 분포하였고 교목층에서는 , 11 , 
밤나무가 으로 우점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나34.6 , 
무 아까시나무 졸참나무 의 순이었다(17.4), (12.1), (10.1) . 

Site* pH OM TN Avail. P Exch. cation(cmol+/kg) CEC

(H2O) (%) (%) (ppm) Ca2+ Mg2+ K+ Na+ cmol+/kg

Ⅰ
5.18a 5.4b,c 0.42a 7.05a 2.54c 0.44c 0.22d 0.05d 14.3a

±0.19 ±1.8 ±0.1 ±1.04 ±0.12 ±0.10 ±0.03 ±0.01 ±0.5

Ⅱ
4.94a 3.7c 0.28b 4.69b 2.25c 0.54c 0.16d 0.05d 13.9a

±0.19 ±0.6 ±0.1 ±0.13 ±0.55 ±0.15 ±0.07 ±0.02 ±2.0

Ⅲ
5.21a 5.9b 0.43a 3.59b 5.87a 0.98b 0.69b 1.16a 10.8c

±0.14 ±1.9 ±0.1 ±0.93 ±1.17 ±0.16 ±0.05 ±0.05 ±2.6

Ⅳ
5.16a 4.3c 0.19c 2.08c 1.91c 0.41c 0.41c 1.04a  5.1c

±0.13 ±1.6 ±0.1 ±0.76 ±0.51 ±0.11 ±0.13 ±0.06 ±1.7

Ⅴ
4.94a 7.5b 0.28b 4.37b 0.50d 2.03a 0.86a 0.43b 12.5b

±0.11 ±1.4 ±0.1 ±3.42 ±0.42 ±0.56 ±0.11 ±0.40 ±1.2

Ⅵ
5.12a 6.2b 0.21b 3.42b 4.79a,b 1.15b 0.59b 0.17c 14.9a

±0.07 ±2.3 ±0.0 ±3.27 ±0.80 ±0.24 ±0.06 ±0.01 ±2.0

Ⅶ
5.19a 11.9a 0.20b 1.66c 3.89b 0.98b 0.64b 0.19c 14.8a

±0.07 ±2.7 ±0.0 ±1.30 ±0.45 ±0.13 ±0.07 ±0.04 ±2.5

Mean 5.11 6.41 0.29 3.84 3.11 0.93 0.51 0.44 12.3
*Site were shown in Table 1
Values are means of 9 replicates±SD
Different letters indicate values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p<0.05)

Table 4. Soil chemical properties of Z. schinifolium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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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목층에서는 산초나무가 개옻나무 졸19.5, 13.2, 
참나무 의 순이었으며 관목층에서는 산초나무가 10.3 . 

로 가장 높았으며 감태나무 와 서어나무48.5 (8.2) (7.1)
의 순으로 우점치가 높게 나타났다 초본층에서도 산. 
초나무가 으로 가장 높았으며 싸리 청미래덩굴 13.3 , , 
순이었다.

소나무 산초나무 군집에서 교목층은 소나무 분류  - 1
군만 나타났으며 아교목층에서는 분류군이 분포하, 3
였고 산초나무 와 밤나무 가 서로 경쟁관, (49.4)) (40.3)
계에 있었다 관목층에서는 다른 군집과 다르게 산초. 
나무 분류군만 확인되었고 초본층에서는 가는잎그1 , 
늘사초가 의 우점치로 우점하고 잇었으며 산초나21.9
무도 의 비교적 높은 우점치를 보였다 다른 군15.4 . 
집에 비해 산초나무의 평균 우점치가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은 임상으로의 광 투입량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곰솔 산초나무 군집의 교목층은 곰솔 분류군만   - 1
확인되었고 아교목층에서는 분류군이 분포하였는데 , 8
산초나무와 검양옻나무가 각각 로 경쟁관22.3, 21.7
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목층에서는 산초나. 
무가 로 가장 우점치가 높았으며 이어 생강나무49.4

옻나무 의 순이었다 초본층에서는 주름(12.4), (10.3) . 
조개풀 산초나무 가는잎그늘사초 의 (14.0), (7.2), (7.0)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분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초나무는 교  
목층의 우점종과 무관하게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세
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산초나무의 
중요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군집은 교목층의 
수종 구성이 아주 단순한 침엽수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군집에서 관목층과 초본층에서. 
의 산초나무 개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산초나무 자생지로 유
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산초나무 자생지. 
의 임분 구조는 다른 일반 산림에 비해 군집구조가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음성이 약한 산초, 
나무의 생육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수종들과 경쟁을 
덜하게 되는 곳에 산초나무 자생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종다양도3.3.2. 

산초나무 군집별 종다양성지수 최대종다양도(H’), 
균재도 우점도 를 분석한 결과(H’max), (J’), (D) (Table 

종다양도 지수는 교목층에서 아6), 0~1.087, 0.950, 
교목층에서 관목층에서 로 0.391~1.107, 0.357~0.652
나타났으며 군집 의 아교목층의 종다양도가 가장 , Ⅱ
높게 나타났다 촤대종다양도 지수는 종다양도 지수. 

와 근접한 값을 보일수록 안정적인 구조인데 산초나, 
무 자생지에서는 두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식생구
조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별 . 
종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균재도 는 그 값(J’)
이 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 종별 피도와 빈도가 균1
일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 (Brower and Zar, 1977), 
종만 나타난 군집 의 교목층과 관목층 그리고 군집 Ⅲ

의 교목층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로 0.593~0.949Ⅳ
군집별 층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점도 는 군, . (D)
집별 층위별로 다양한 값을 보였으나 평균 으, 0.233
로 여러 종이 나타나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적 지위3.3.3. 

생태적 지위는 서식지 환경에 따라 생육하는 생물
종의 최저최고 내성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적 , 
지위폭이 넓다는 것은 서식지 환경에 대한 내성이 크
며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분포역도 넓어지
고 개체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ianka, 

수고 기저면적을 생육인자로 하여 생1994). DBH, , 
태적 지위를 분석하였는데 흉고직경은 조사지 , Ⅲ 
하동 이 으로 생태적 지위폭이 가장 좁게 나타( ) 0.543

났으며 조사지 통영 는 로 생태적 지위폭, ( ) 0.917Ⅵ 
이 가장 넓게 나타났다 수고는 (Table 7). 

의 범위로 조사지 고성 이 로 0.659~0.968 ( ) 0.659Ⅴ 
생태적 지위폭이 가장 좁았으며 흉고직경과 마찬가, 
지로 조사지 통영 이 로 가장 넓은 생태적 ( ) 0.968Ⅵ
지위폭을 보였다 한편 기저면적 은 . , (Basal area)

의 범위로 다른 생육인자에 비해 모든 0.245~0.680 , 
지역에서 생태적 지위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식물에 의해 피압되어 직경생
장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산초나무의 
경우 다른 수종에 비해 직경이 작은 수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생육인자에 대. 
한 생태적 지위폭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0.8 
은 조사지 함양 산청 통영 거제( ), ( ), ( ), ( )Ⅰ Ⅳ Ⅵ Ⅶ 
였으며 조사지 통영 이 평균 로 가장 넓은 , ( ) 0.885Ⅵ 
생태적 지위폭을 보였다 조사지 고성 의 생태적 . ( )Ⅴ 
지위폭이 평균 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는0.609
데 조사지 는 해발고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 Ⅴ
낮았으며 교목층 아교목층의 단순한 식생이 산초나, , 
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적 . 
지위폭은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
면 자생지의 입지환경을 파악하는 (Seo et al., 2013),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리작용이 뛰어난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
지의 연구는 대부분이 성분분석에 집중되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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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Zs-Le Cc-Le Pd-Zs Pt-Zs

Tz) Stz) Sz) Hz) Mz) T St S H M T St S H M T St S H M

Zanthoxylum schinifolium 24.0 62.8  9.5 17.8 19.548.5 13.3 14.5 49.4 100 15.431.8 22.3 49.4  7.2 15.0
Pinus densiflora 17.4  5.1  9.6 100  1.2 46.2
Pinus thunbergii 100 14.4  1.8 50.7
Castanea crenata  2.5  0.8 34.6  6.0  2.6  0.8 18.3 40.3  1.4 12.5
Lindera erythrocarpa  8.0 17.1  2.6  9.2  3.6  2.5  6.0  3.3  7.6  2.8  2.6
Quercus serrata  3.5  0.7  1.7 10.110.3  2.8  4.7  8.6 10.3  4.0  3.5
Aralia elata  5.2 17.1  2.0  4.4  2.3  3.1  4.8  1.5  9.2  3.6  3.1
Styrax japonicus  7.9  3.0  4.6  8.7  6.1  3.6  8.7  2.7
Carex humilis var. nana  4.4  0.3  2.9  0.2 21.9  1.7  7.0  0.5
Lespedeza bicolor  1.5  0.8  0.5  4.2  6.9  7.8  2.9  1.4  0.1  5.8  4.6  1.2
Rhus tricocarpa  1.7  0.5 13.2  1.1  4.1 12.0  3.7
Oplismenus undulatifolius 11.8  0.9  6.1  0.5 14.0  1.1
Fraxinus rhynchophylla 10.8  8.7  1.4  7.8  3.3  0.5
Zanthoxylum piperitum  3.1 10.2  3.4  2.8  2.2  0.2  5.0  1.5  0.9
Rhus succedanea 21.7  6.7
Lindera obtusiloba  2.2  0.2  1.8  3.0  0.8  3.3  0.3 12.4  1.5  2.0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11.3  1.8  5.8  1.8  0.5
Lindera glauca  3.4  8.2  1.1  2.4  3.6  0.3
Morus bombycis 11.0  5.1  0.8  0.1  1.4  0.1
Robinia pseudoacacia 12.1  0.8  5.6
Lespedeza maximowiczii  1.7  0.1  2.9  0.2  4.8  5.8  1.2
Smilax china  0.8  0.1  6.2  0.5  4.7  0.4  3.6  0.3
Celtis sinensis 10.8  5.0
Rhus javanica  1.8  0.5  0.8  0.1  6.4  4.6  1.3
Ligustrum obtusifolium  0.7  0.1  5.3  2.2  1.0  2.6  0.2  2.9  0.2
Cornus controversa  3.6  1.1  4.0  3.2  2.8
Viburnum erosum  9.9  1.5  2.6  0.2
Carpinus laxiflora  3.0  7.1  1.1  2.6
Sapium japonicum  3.9  6.0  3.7
Zelkova serrata  5.1  2.3  4.1  1.9
Larix kaempferi  8.6  4.0
Euscaphis japonica  4.1  4.7  3.3
Rhus verniciflua 10.3  1.6
Quercus variabilis  7.6  3.5
Diospyros kaki 　 　 　 　 　  3.7  4.2 　 　 3.0 　 　 　 　 　 　 　 　 　
Rubus crataegifolius 　 　 　  1.5  0.1 　 　 　 　 　 　 　 　  2.6  0.2 　 　
Arundinella hirta 　 　 　  1.5  0.1 　 　 　 　 　 　 　 　  2.6  0.2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3.9  0.3 　 　 　  1.9 0.1 　 　 　  1.2  0.1 　 　
Lophatherum gracile 　 　 　  8.2  0.6 　 　 　 　 　 　 　 　 　 　 　 　 　 　 　

Ommited sp.  7.3 15.5 42.7 12.2  7.5 14.2 35.2 10.9 33.7  2.6  4.1  6.0 23.8  3.9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Zs-Le: Zanthoxylum schinifolium-Lindera erythrocarpa community, Cc-Zs: Castanea crenata-Z. schinifolium community, 
Pd-Zs: Pinus densiflora-Z. schinifolium community, Pt-Zs: P. thunbergii–Z. schinifolium community

zT: importance value in tree layer, St: importance value in subtree layer, S: importance value in shrub layer, H: importance 
value in herb layer, M: Mean importance value

Table 5. Importance value and mean importance value of major species in each plant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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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약리효과까지 밝혀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배적지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되어 대량생산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 
위해서는 자생지의 생육환경을 우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향후 소득 임산물 중 약용식물. 
의 대량재배를 위해 자생지의 생육환경과 관련된 정
보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4.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산초나무 자생지의 생육환경
을 분석하여 재배적지 판단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남 개 시군의 산초나무 자. 7
생지를 대상으로 입지환경 토양환경 군집구조를 분, , 
석하였다 산초나무 자생지는 해발 범위였. 87~764 m 

으며 사면에 분포하였고 배수가 양호한 모래함량이 , 
많은 양질사토와 사양토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밀도와 입자밀도는 평균 0.89 g/cm3, 2.65 g/cm3였
다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 pH 5.10± 유기물함0.12, 
량 전질소 함량 6.41±2.72%, 0.29± 유효인0.10%, 
산 함량 3.84±1.80 ppm, CEC 12.3± 3.50 cmol+/kg
로 나타났다 산초나무 자생지는 개의 군집 산초나무. 4 (

비목 밤나무 비목 소나무 산초나무 곰솔 산초나- , - , - , -
무 으로 분류되었다 흉고직경 수고 기저면적을 인자) . , , 
로 한 생태적 지위폭은 조사지 통영 에서 가장 높( )Ⅵ
았으며 조사지 고성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 ( ) . Ⅴ
연구는 경남의 서부와 남부지역의 개 시군에 국한된 7
결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보다 많은 산초나무 자, 
생지를 파악하여 자생지의 생육환경에 따른 성분 함
량 분석 등을 통해 산초나무 재배적지 판정을 위한 

Community* Layer
No. of 

species

Species diversity

(H')

Maximum H’

(H'max)

Evenness

(J')

Dominance

(D)

Zs-Le

Tree

Subtree

Shrub

14

21

 4

1.087

1.018

0.357

1.146

1.322

0.602

0.949

0.770

0.593

0.051

0.230

0.407

Cc-Zs

Tree

Subtree

Shrub

11

21

11

0.823

1.107

0.652

1.041

1.322

1.041

0.791

0.837

0.626

0.209

0.163

0.374

Pd-Zs

Tree

Subtree

Shrub

 1

 3

 1

-

0.391

-

-

0.477

-

-

0.820

-

-

0.180

-

Pt-Zs

Tree

Subtree

Shrub

 1

 8

 8

-

0.798

0.568

-

0.903

0.903

-

0.884

0.629

-

0.116

0.371
*Communities were shown in Table 4

Table 6. Species diversity by layer of Z. schinifolium habitats

Site* DBH Height Basal area Mean

Ⅰ 0.850 0.906 0.508 0.807±0.205

Ⅱ 0.751 0.935 0.343 0.751±0.290

Ⅲ 0.543 0.856 0.245 0.645±0.316

Ⅳ 0.850 0.860 0.562 0.809±0.173

Ⅴ 0.544 0.659 0.265 0.609±0.291

Ⅵ 0.917 0.968 0.670 0.885±0.146

Ⅶ 0.829 0.928 0.680 0.842±0.118
*Site were shown in Table 1

Table 7. Ecological niche breadth of Z. schinifolium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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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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