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588-000001-10

2019년 산림자원육성 및 소득증대
연구사업 보고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목  차

< 산림소득자원 생산개발 연구 >

1. 기능성 수종 활용화 연구 ·························································  1

2. 초임계 추출 잣기름을 이용한 혈액순환 개선제 개발(지역소득개발연구) ···  17

< 기후변화대응 및 유전자원보존 연구 >

3. 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 연구 ··················································  38

4. 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 ···································  49

5. 주요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전 연구 ··································  192

6. 조직배양을 통한 유용식물 증식 연구 ····································  203 

7. 조직배양을 통한 희귀 및 특산식물 증식 연구 ·······················  208

8. 산림 장기생태 정보 활용방안 연구 ········································  216

9. 국내 수생습지식물 야생종 생물다양성 확보 ·························  228

10.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연구 ·························  267

< 산림환경보존을 위한 병해충 방제 및 생태 연구 >

11.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잣 농약잔류 조사 ··················  312

12.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연구(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  327



- 1 -

기능성 수종 활용화연구
(자체 연구, 2014～2023)

채 정 우, 조 희 선

요   약

 경기도에서 생육, 채취와 활용이 가능한 국내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대상 식물의 다양한 

생리활성 측정을 통한 바이오 산업 소재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기능성 첨가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대 및 온대남부 수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에서 채취한 난대식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은 대부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 난대식물 에탄올 추출물 모두 

1,000 μg/ml 농도에서 85% 이상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낸 반면 편백나무 열수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 중 전자공여능이 가장 낮았던 생달나무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저농도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의 

소거능이 편백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고농도에서는 편백 열수 추출물의 

소거능이 크게 증가하여 가장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편백 

70%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편백 열수 

추출물은 활성이 나타나지 않아 SOD 유사활성을 통한 항산화 기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백을 제외한 난대식물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 또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미미하여 1000 μg/ml 농도에서 20% 미만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화장품 및 바이오제품 개발에 본 재료들을 천연 첨가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Ⅰ. 서 론

  최근 생활환경의 오염이 심해지고 환경호르몬과 화학물질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자연에서 머물고 자연적인 음식을 섭취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이 향상

되고 천연식품과 그 식품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생산된 새로운 제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량 생산 형태의 농작물이 아닌 산림에서 새로운 재료를 



- 2 -

찾아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韓醫學)에서는 국내 자생종을 

이용한 처방법이 기재된 동의보감 이후로 국내 자생수종 또한 한의학과 민간의학 재료로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 나고야의정서 시행과 동의보감의 재조명 기류에 따라 중국산 약재료가 

아닌 국내 자생식물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수종을 이용한 연구재료의 설정은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 적립된 재배법에 

의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바이오 산업 소재로서의 활용시 가장 중요시 되는 조건인 

‘재료의 균일화, 재료 수급의 안정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자생 형태로 생산되는 산림수종의 경우 채취 시점에서의 재료의 균일화 달성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수확 후 전처리 과정에서의 균일화와 최적 전처리 및 유효물질의 추출조건 적립은 

반드시 연구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재료 ‘공급이 저비용, 대량, 안정적,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연구되지 않은 식물류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식물재료를 

신규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물군 중 “희귀식물, 보호대상 식물”이 있다. 이 식물

들은 식물학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귀한” 식물이다. 소량으로 분포하고 한 곳에서 군락을 

이루지 못하는 식물이 대부분이라 반드시 “소중하게 다루고 보호해야 할” 식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오산업 재료 측면에서는 가치가 없는 식물들이다. 산업화 재료로서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식물학자들과 의학계 또는 화장품 개발 분야 학자들의 공동

연구로 탄생되는 제품군 중에서 이러한 “귀한” 식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가 연구보고서와 시제품 단계에서는 마무리 되었으나 실제 산업화와 

소득창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는 “산업화를 위한 식물재료의 사전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위한 산림식물재료는 일정 면적에 군락 형태로 자생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실제 토종자생식물 중 기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해당 식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재배되는 

수목이나 초화류 중에서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재료들을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한 방법이다. 

그 예로 남부지방 각 농가마다 1ton 이상씩 제고가 쌓여가는 꾸지뽕나무, 아로니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료는 더 이상 예산을 들여 재배연구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화장품, 

기능성 식품 소재 등 산업화를 통하여 대량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여 향후 중부지역에 대량 자생하거나 식재될 수종에 대해서 산업화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난대 및 

온대남부 자생 및 주요 조림수종을 대상으로 화장품활성과 항균활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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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통한 천연 화장품 소재 및 기능성식품 재료로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가.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측백나무과에 속한 상록교목으로 노송나무라고도 한다. 일본이 원산지이며 한국에는 

1904년에 도입되어 남부지방에 식재되고 있다. 높이 40m, 지름 2m에 달하며, 가지는 

수평으로 퍼져서 원뿔형의 수관을 하고 있다. 수피는 적갈색이고 섬유성이며 세로로 

얇게 벗겨진다. 잎은 마주나고 두꺼우며 길이 1~1.5mm로 비늘같이 작고 뒷면의 기공

조선(氣孔條線:잎이 숨쉬는 부분으로 보통 잎 뒤에 흰 선으로 나타남)은 Y자형이다. 또한 

잎 표면에 1개의 선(腺)이 있으며 뒷면에 흰 점이 있다. 열매는 구과(毬果)로 둥글고 

지름 10∼12mm이며 홍갈색이고 8개 내외의 실편으로 구성된다. 각 실편에 종자가 

2개씩 들어 있다. 종자는 길이 3mm 정도이고 2개의 지낭(脂囊)이 있으며 좁은 날개가 

있다. 목재는 음향조절력이 있어서 음악당 내장재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강도가 

높고 보존성이 좋아 조각재, 불교기구재, 선박재 등으로 사용된다. 공원수나 정원수로 

널리 이용되며, 제주도에서는 방풍림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다. 편백의 열매에서는 향료를 

채취하고 있다.   - 두산백과 中 -

   나. 생달나무[Cinnamomum yabunikkei] 

      녹나무목 녹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산지에서 자라며, 한반도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해안가 및 제주도에 분포하며 신신무라고도 부른다. 높이는 15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은 

검은 색이며 작은 가지는 녹색이고 털이 없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6∼15cm의 긴 타원 

모양이며 양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3개의 맥이 있다. 잎 표면은 광택이 있고, 

뒷면은 분처럼 흰색이며, 잎자루는 털이 없고 길이가 8∼20mm이다. 꽃은 6월초에 노란 

색을 띤 연한 녹색으로 피고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긴 꽃대에 산형꽃차례 모양의 취산꽃

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화피 조각은 3개씩 2줄로 배열하고, 수술은 3개씩 4줄로 배열하며 

안쪽 1줄에는 꽃밥이 없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장과이고 지름 12mm의 타원 모양

이며 9월말∼11월초에 자주색을 띤 검은 색으로 익는다. 목재는 단단하고 치밀하여 



- 4 -

가구재로 쓴다. 한방에서는 나무 껍질과 열매를 천축계(天竺桂)라는 약재로 쓰는데, 위의 

소화력을 높이고 구토·이질·복부냉감·사지가 저리고 아픈 증세에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Cinnamomum japonicum Siebold 이라는 학명을 사용하였으나, 일본의 식물학자 오바

(H. Ohba)에 의해 2006년 현재의 학명으로 새로이 기재되었다.   - 두산백과 中 -

   다. 비자나무[Torreya nucifera]

      주목과에 속한 상록침엽교목으로 제주도와 영·호남 지역, 남부 지역 등지에 분포하며 

일본 난대 지방에도 서식한다. 높이 25m, 지름 2m에 달한다.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수피는 회색빛을 띤 갈색이며 늙은 나무에서는 얕게 갈라져서 떨어진다. 잎은 길이 

25mm, 너비 3mm 정도이고 줄 모양으로 단단하며 끝이 뾰족하고 깃꼴처럼 2줄로 배열

한다. 잎 표면은 짙은 녹색, 뒷면은 갈색이며 중륵은 뒷면에만 있다. 길이 3mm 정도의 

잎자루가 있고 6∼7년 만에 떨어진다. 단성화이며 4월에 핀다. 수배우체는 10개 내외의 

포가 있는데 갈색이며 길이 10mm 정도로 10여 개의 배우체가 한 자루에 달린다. 암배

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달걀 모양으로서 한군데에 2∼3개씩 달리고 5∼6개의 녹색 

포로 싸인다. 구과는 다음해 9∼10월에 익고 길이 25∼28mm, 지름 20mm, 두께 3mm 

정도로 타원형이다. 종자는 타원형이고 길이 23mm, 지름 12mm로 다갈색이며 껍질이 

딱딱하다.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껍질을 벗겨 버리고 햇볕에 말리며 그 열매를 비자

(榧子)라고 한다.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기생충을 구제하고 대변이 잘 나오게 하며 

기침을 멎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가 탄력이 좋아서 건축재, 가구재, 조각재 

등으로 많이 쓰이고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특히 귀하다. 씨에 채취되는 기름은 

식용으로 이용된다.   - 두산백과 中 -

   라.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낙우송과의 상록교목으로 일본 특산종이며 한국에는 1904년에 도입되었다. 수피는 

적갈색이고 세로로 길고 가늘게 갈라진다. 가지가 많이 나오고 수평으로 퍼진다. 잎은 

짧은 바늘모양으로 나선상으로 달린다. 모가 지고 단단하며 끝이 날카롭다. 길이 

12~25mm 정도로 윗부분에 것은 짧다. 가지가 고사해도 잎은 떨어지지 않는다. 암수

한그루로서 3월에 꽃이 핀다. 가지 끝에 여러 개의 수꽃이 타원 모양으로 달리고 길이 

10mm 정도이며 황색이다. 암꽃은 가지 끝에 1개씩 달리고 구형이며 녹색이다. 구과는 

10월에 익으며 둥글고 길이가 2~3cm, 지름이 16~30mm 정도이다. 솔방울 조각은 두껍고 

단단하며 끝이 가시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다. 종자는 각 조각에 3~6개씩 들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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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에 좁은 날개가 있다. 수형이 원뿔 모양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 돋는 잎이 

황금색을 띄는 것을 황금삼나무라 한다. 내한성이 약해 남부지방에서만 생육 가능하다. 

독립수로 적당하며 차폐용으로도 이용한다. 방풍, 산림녹화용으로 많이 식재되는 한편, 

생울타리용으로도 이용된다. 목재는 재질이 우수하여 건축, 토목, 술통, 선박, 조각, 가구재 

등으로 사용된다. 잎은 향료의 원료로 쓰이고, 나무껍질은 염색제, 선박의 물막이 등으로 

쓰인다.   - 국립중앙과학관 - 식물정보 中 -

편백나무 생달나무

비자나무 삼나무

 그림 1. 실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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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방법

  가. 추출물의 제조

    실험을 위한 시료 추출은 열수 추출과 70% ethanol 추출 2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70% ethanol 추출은 시료 중량의 10배의 용매 (70% ethanol)를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침지한 후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3회 반복하였다. 분리된 추출액은 Whatman 

No.1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Japan)로 농축

하였다. 열수 추출은 건조 시료 중량의 10배의 용매 (증류수)를 가하여 24시간 동안 

95℃에서 12시간 동안 추출한 후 추출액을 Whatman No.1 filter paper로 여과하였다. 

이후 추출물 및 농축물을 동결건조하여 –20℃에서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나. 추출물의 항산화능력 측정

   1)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60 ㎕와 농도별 추출물을 120 ㎕씩 넣고 혼합한 후 15분간 방치한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무첨가군의흡광도
시료첨가군의흡광도

×

   2)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radical 소거능의 측정은 Pellegrin 등의 방법을 변형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7 mM 2,2-azino-bis(3-ethyl-benthiazoline-6-sulfonic acid)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K2S2O8)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ABTS+ radical을 형성시킨 

용액을 735 nm에서 대조구의 흡광도 값이 0.7~0.8이 되도록 absolute ethanol로 희석한 

용액 100 ㎕에 농도별 추출물 100 ㎕를 혼합하여 73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소거능   대조구의흡광도
반응구의흡광도

×



- 7 -

   3)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S. Marklund와 G. Marklund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농도별 시료용액 

20 ㎕에 Tris-HCl 완충용액 (50 mM Tris-HCl buffer, pH 8.5) 130 ㎕와 7.2 mM 

pyrogallol 20 ㎕를 가하여 혼합한 후 37℃에서 10분 반응시켰다. 이후 산화된 

pyrogallol 양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2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SOD유사활성소거능   대조구의흡광도
반응구의흡광도

×

Ⅲ. 결  과

 1. 편백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가.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2,2-diphenyl-2-picrylhydrazyl(DPPH)은 안정한 radical 분자의 일종으로 보라색을 

띄며, DPPH 분자는 항산화 물질로부터 전자를 제공받게 되면 환원되어 탈색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편백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능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편백 70% 에탄올 추출물은 5 μg/ml 농도

에서 11.15%, 100 μg/ml 농도에서 84.59%, 1,000 μg/ml 농도에서 90.54%의 전자공여능을 

보였다. 편백 열수 추출물은 100 μg/ml 이하 농도에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500 μg/ml 농도에서 24.52%, 1,000 μg/ml 농도에서 38.95%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추출물 간의 전자공여능을 비교하였을 때, 편백 70% 에탄올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냈으며, 고농도에서는 대조구인 비타민 C와 비슷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반면 편백 열수 추출물은 고농도에서도 에탄올 추출물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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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Chamaecyparis obtusa extracts.

  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결과

    ABTS와 potassium persulfate가 반응하여 생성된 ABTS 양이온은 청록색을 띄고 있으며 

ABTS 양이온이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제거되면 탈색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BTS+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편백 70% 에탄올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5.34%, 100 μg/ml 농도에서 

88.84%, 1,000 μg/ml 농도에서 93.63%의 소거능을 보였다. 편백 열수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소거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10 μg/ml에서 2.26%, 100 μg/ml에서 56.62%, 

1,000 μg/ml에서 99.5%의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소거능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저농도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의 소거능이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고농도에서는 열수 

추출물의 소거능이 높게 나타나 대조구인 비타민 C와 비슷한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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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hamaecyparis obtusa extracts.

  다.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Superoxide dismutase (SOD)는 초과산화이온 (O2-)을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꾸는 항산화

효소이다. 식물 추출물 중에는 SOD가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산화이온을 제거

하는 SOD와 유사한 능력을 보이며 이를 SOD 유사활성이라 한다. SOD 유사활성 측정 

실험에서 pyrogallol은 용액 내의 산소를 흡수하여 자동 산화되며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SOD 유사활성을 가진 경우 pyrogallol의 자동산화가 억제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편백 70%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편백 열수 추출물은 활성이 나타나지 않아 SOD 유사활성을 

통한 항산화 기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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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OD-like activity of Chamaecyparis obtusa extracts.

 2. 생달나무·비자나무·삼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측정

  가.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제주에서 채취한 난대식물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능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달나무 70% 에탄올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10 μg/ml 농도에서 5.33%, 

100 μg/ml 농도에서 67.61%, 1000 μg/ml 농도에서 85.96%의 전자공여능을 보였다. 비자

나무 70% 에탄올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10 μg/ml 

농도에서 5.45%, 100 μg/ml 농도에서 62.84%, 1,000 μg/ml 농도에서 90.35%의 전자공여

능을 나타내었다. 삼나무 70% 에탄올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8.2%, 100 μg/ml 농도

에서 86.92%, 1,000 μg/ml 농도에서 94.21%의 전자공여능을 보였다. 추출물 간의 전자

공여능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삼나무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000 μg/ml 농도에서 삼나무, 비자나무, 생달나무 순으로 전자공여능이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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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HJ extracts.

  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결과

    제주에서 채취한 난대식물 70% 에탄올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BTS+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생달나무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0.77%, 100 μg/ml 농도에서 73.19%, 1,000 μg/ml 농도에서 92.05%의 

소거능을 보였다. 비자나무 추출물은 10 μg/ml 농도에서 4.15%, 100 μg/ml 농도에서 

80.42%, 1,000 μg/ml 농도에서 87.9%의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삼나무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6.58%, 100 μg/ml 농도에서 92.52%, 1,000 μg/ml 농도에서 96.11%의 소거능을 

보였다. 소거능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삼나무 추출물의 소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농도에서는 생달나무 추출물이, 고농도에서는 비자나무 추출물이 소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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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HJ extracts.

  다.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제주에서 채취한 난대식물 70%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생달나무 

추출물은 10 μg/ml 농도에서 5.24%, 100 μg/ml 농도에서 6.75%, 1,000 μg/ml 농도에서 

15.76%의 활성을 보였다. 비자나무 추출물은 10 μg/ml 농도에서 3.07%, 100 μg/ml 농도

에서 11.18%, 1,000 μg/ml 농도에서 15.41%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삼나무 추출물은 10 

μg/ml 농도에서 12.84%, 100 μg/ml 농도에서 14.9%, 1,000 μg/ml 농도에서 16.97%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농도에서 삼나무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달

나무와 비자나무는 엇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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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OD-like activity of HJ extracts.

Ⅳ. 결론

 제주에서 채취한 난대식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은 대부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 난대식물 에탄올 추출물 모두 

1,000 μg/ml 농도에서 85% 이상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낸 반면 편백나무 열수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 중 전자공여능이 가장 낮았던 생달나무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저농도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의 

소거능이 편백 열수 추출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고농도에서는 편백 열수 추출물의 

소거능이 크게 증가하여 가장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편백 

70%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편백 열수 

추출물은 활성이 나타나지 않아 SOD 유사활성을 통한 항산화 기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백을 제외한 난대식물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 또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미미하여 1000 μg/ml 농도에서 20% 미만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진행될 화장품 및 바이오제품 개발에 본 재료들을 천연 첨가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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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물로 제작된 잣나무 추출물 디퓨저가 뇌파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본 시험은 20~65세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3분 

동안 잣나무 추출물 디퓨저의 향을 맡기 전후의 뇌파 변화를 10/20 전극시스템 DSI-2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 종료 후 설문평가를 완료하였다.

  1) 본 시험을 종료한 시험대상자 21명(중도탈락자 1명 제외)은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만 48.381세였다. 선정된 시험대상자들은 특별한 피부 증상은 없었으며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및 약물 복용력은 없었다.

  2) 시험시료의 향을 맡은 후 전두엽의 뇌파 변화를 확인한 결과,

   ⅰ. α/β 의 비율은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증가(p<0.05)

하였다.

   ⅱ. 상대 α파는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다.

   ⅲ. 상대 β파는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감소(p<0.05)하였다.

  3) 시험시료의 심전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평균 심박수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시험시료의 향을 맡은 후 상태불안척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p<0.05)하였다.

  5) 시험시료에 대한 유효성 설문평가 결과, 향에 대하여 시험대상자의 95.238%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향이다'에 평가하였다 .

  6) 시험시료에 대한 기호도 설문평가 결과, 향에 대하여 시험대상자의 100.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잣나무 추출물 디퓨저는 향을 맡은 후에 α/β의 비율과 상대 α파가 증가하고 상태불안

척도가 감소하였으므로 편안하고 안정되는 향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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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 생활소득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천연물 함유 또는 천연물 유래성분으로 제작된 제품들이 출시

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의학(韓醫學)에서는 국내 자생수종이 그 재료로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 전통의학의 재조명 기류에 따른 산림 수확물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조사들이 사용한 약재료 가운데 식물의 지상부는 쉽게 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재료이다.

  천연물질, 특히 식물체를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일 것이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어린 잎을 채취하여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약재로 사용할 

때에는 약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검증 후 채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완전히 다 자란 

잎보다는 중간 정도 자란 잎이 항산화효과가 더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이다. 또한 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채취 후 보관방법이다. 그렇기에 찻잎을 덖는 

가공과정 또한 발달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각 수종마다 약재로 사용하기 위한 보관방법이 

다양하겠으나, 현재 약재상에 유통되고 있는 열매는 실온 또는 건조기에 건조 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그 약재료들이 옛 문헌에 기술된 것처럼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본 연구자의 실험실에서 적립된 최적의 전처리법을 고려하여 제조된 

시험재료의 뇌파테스트를 시행하여 해당 식물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처를 규명 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잣나무 추출물이 외국의 아로마허브식물처럼 심신안정과 수면 등에 효능이 

있다면 관련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단계 연구진행 및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였다. 

 본 과제의 추진배경으로는 스트레스와 광공해, 니코틴이나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 급격한 

환경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불면증은 모든 정신병의 원인 중 30%를 차지할 만큼 우울증 등의 다른 정신

질환으로 이환할 확률이 높으며, 두통, 소화불량, 면역력 약화 등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의학에서는 약물 치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면증의 약물 치료의 경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사용한다. 수면제의 대다수는 중추신경을 마취시킴으로서 강제로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4주 이상의 장기복용 시 수면제 의존증이나 몽유병, 자살충동 등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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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불면증의 약물 이외 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가 대표적으로, 환자의 수면요인

(주변상황 및 수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백색소음, 자

연의 소리 등 평온한 소리를 듣고 수면 뇌파를 유도하거나 반신욕, 적당한 운동, 따뜻한 우

유 마시기, 향초 등을 통한 아로마테라피 등이 수면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로마테라피란, 향기(aroma)와 치료(therap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식물의 향을 이용

하여 특정 부위의 질환을 치료하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자연요법으로 방향치료, 향기

치료라고도 한다. 역사 이래 향기는 더 나은 수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보다 

편안하고 인체에 안전하게 잠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천연 에센셜 

오일이 있다. 주로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 

정유)을 추출하여 향을 맡거나 마사지, 습포, 목욕, 족욕 등의 첨가제로서 사용한다. 그 예로 

솔잎 향을 맡으면 상쾌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고,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져 기억

력이 높아지는 등 향에 의한 심신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로마테라피는 암환자의 불안, 우울증, 긴장, 수면장애, 통증,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부작용 때문에 체력소모와 스트레스가 심한 항암치료 

중 환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

 국외에서는 대체의학으로 수면을 직접 돕고 스트레스, 불안, 기분이 낮고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시켜 자연적인 심신 치료법을 사용하여 더 나은 수면을 만드는 데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라벤더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손마사지는 암환자의 불안감소와 수면 증진에 효과가 있다. 

오렌지·마조람·로즈우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손마사지는 암환자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수면만족도를 높였으며, 우울감과 생리적 스트레스반응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렌지·

라벤더·샌달우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마사지는 유방암환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켰고, 프랑

켄센스·베르가못·라벤더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손마사지 역시 유방암환자의 통증,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페퍼민트와 베르가못 오일을 이용한 향기흡입이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오심, 구토와 식욕부진을 완화시켰다는 논문도 있다.

 에센셜 오일을 통한 아로마효과는 이완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으며 다만, 얼마나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제 표준 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지가 현재의 큰 연구의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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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테라피와 수면 질 향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수면장애 측정 및 치료 등에 관한 

선행문헌조사에서 수면 질의 측정방법은 뇌파측정 및 수면 중 생체활동 측정, 주관적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숫자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Verran & 

Synder-Halpern sleep scale [VSH]) 등이 사용되었다.

 뇌파는 델타파(delta wave, 0.5-3 Hz), 세타파(theta wave, 3-8 Hz), 알파파(alpha wave, 

8-13 Hz), 베타파(beta wave, 13-30 Hz), 감마파(gamma wave, 30-80 Hz)로 나뉜다. 알파

파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뇌파이며, 베타파는 각성상태일 때 일반적인 

인지적 사고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세타파는 특정 수면 상태나 깊은 명상 시에 

나타나는 파형으로, 입면기에 발생이 증가하며 수면 중에 학습에 의한 기억이 공고화 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델타파는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 나타

나는 뇌파이며, 감마파는 긴장하거나 흥분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고도의 집중상태에서도 

발생이 증가한다.

 정한나와 최현주(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질이 나쁜 성인 여성이 라벤더향을 맡을 

경우 세타파의 발생이 두뇌의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라벤더향이 수면유

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같은 연구진의 다른 연구에서 마조람 에센셜 오일은 수면

질이 좋은 여성에서 알파파와 베타파를 감소시키고 세타파를 증가시켰으며, 수면질이 나쁜 여

성에서 알파파를 감소시키고 세타파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마조람 에센셜 오일이 각성상태에서 벗어나 수면상태로 접어드는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 외 설문조사를 통한 수면 질 측정에서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거나 이를 이용한 마사지를 

받는 등 아로마테라피를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면 중 생체활동 측정을 통한 입면 후 각성횟수 측정연구에서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흡입 후 수면을 취한 시험군은 대조구에 비해 입면 후 각성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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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가.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홍송(紅松)이라고도 한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에서 

자라며 높이 20~30m, 지름 1m에 달하는 커다란 나무이다. 나무껍질은 흑갈색이고 얇은 

조각이 떨어지며 잎은 짧은 가지 끝에 5개씩 달린다. 잎은 3개의 능선이 있고 양면 흰 

기공조선(氣孔條線:잎이 숨쉬는 부분으로 보통 잎 뒤에 흰 선으로 나타남)이 5∼6줄씩 

있으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꽃은 5월에 피고 수꽃이삭은 새가지 밑에 달리며 암꽃이삭은 새가지 끝에 달리고 

단성화이다. 열매는 구과(毬果)로 긴 달걀 모양이며 길이 12∼15cm, 지름 6∼8cm이고 

실편 끝이 길게 자라서 뒤로 젖혀진다. 종자는 날개가 없고 다음해 10월에 익으며 길이 

12∼18mm, 지름 12mm로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한다. 

      배젖에는 지방유 74%, 단백질 15%가 들어 있으며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 목재는 건축 

및 가구재로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백두산 지역에는 잎갈나무와 더불어 순림을 

형성한 곳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북동부, 우수리에 분포한다.  - 두산백과 中 -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잣나무의 대한 연구를 보면, Lee 등(2003년, 목재공학회지, 

31권)은 잣나무 목부의 성분으로는 5-hydroxy-7-methoxyflavone, chrysin, 

pinocembrin, galangin, 3-hydroxy-5-methoxystilbene, pinosylvin 등의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잣나무 구과 정유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및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등에 

대해서 모두 99.9% 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난다고 정 등(2010년, 경기대학교석사

학위논문)은 보고하였다. 잣나무 잎의 성분으로는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vanillic acid, syringic acid, p-coumaric acid, scopoletin, (+)-catechin 등

의 물질을 Bae 등(2003년, 한국생태학회지, 26권)이 분리 동정하였다. 잣나무잎 추

출물에서 Propionibacterium acnes, Staphylococcus aureus, Pityrosporum 

ovale, Escherichia coli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타냈으며, 항균물질들이 

kaempferol-3-O-glucoside (astragalin), kaempferol-3-O-arabinoside (juglanin)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잣나무의 우수한 생리활성 효과는 알려져 있으나, 아로마

테라피 소재로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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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잣나무 목재 추출물 및 디퓨저 제조

      시료 추출은 70% ethanol로 진행하였다. 시료 중량의 10배의 용매 (70% ethanol)를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침지한 후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3회 반복하였다. 분리된 

추출액은 Whatman No.1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Japan)로 농축하였다. 농축물은 표 1-2와 같은 비율로 혼합되어 디퓨저로 

만들었다.

표 1. 디퓨저 전성분

No. Name Cas No. %
1 Ethyl alcohol 64-17-5 70
2 정제수 7732-18-5 5
3 잣나무 추출물 10
4 향료 15

Total 100

표 2. 디퓨저 내 향료 전성분

No. Name Cas No. %
1 Ethyl isobutyrate 97-62-1 0.01
2 cis-3-hexenyl acetate 3681-71-8 0.05
3 cis-3-hexenol 928-96-1 0.05
4 Lemongrass oil 8007-02-1 1
5 Elemi resinoid 8023-89-0 0.3
6 Benzaldehyde 100-52-7 0.005
7 Linalool 78-70-6 6
8 Linalyl acetate 115-95-7 6.5
9 Lime oil distilled 8008-26-2 2
10 Terpineol 98-55-5 0.2
11 Liffarome (=(Z)-3-hexen-1-yl methyl carbonate) 67633-96-9 0.2
12 Cyclal C (=2,4-ivy carbaldehyde) 68039-49-6 0.2
13 Styrallyl acetate 93-92-5 0.2
14 Benzyl acetate 140-11-4 0.2
15 Citral 5392-40-5 0.4
16 Geranyl acetate 105-87-3 0.8
17 delta-Damascone 57378-68-4 0.2
18 Citronellol 106-22-9 0.05
19 Damascenone 23696-85-7 0.03
20 Isoraldein 70 (=N-methyl ionone) 1335-46-2 6
21 Beta-Ionone 14901-07-6 0.8
22 Lilial 80-54-6 1.6

23
Iso E Super (=1-(1,2,3,4,5,6,7,8-Octahydro-2,3,8,8-tetr

amethyl-2-naphthalenyl)-ethan-1-one)

54464-57-2

68155-66-8

68155-67-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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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잣나무 톱밥 잣나무 추출물 디퓨저

 그림 1. 실험 재료

 2. 연구 방법

  가. 시험대상자 선정

   1) 시험대상자 선정조건 ;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제외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성인 여성

     • 20 ~ 65세의 여성

24 Hexyl cinnamic aldehyde 101-86-0 2.7
25 Cetone V(Allyl Ionone) 79-78-7 0.05

26
Bacdanol (=2-ETHYL-4-(2,2,3-TRIMETHYL-3-CYCLOP

ENTEN-1-YL-2-BUTEN-1-LO)
28219-61-6 0.3

27 Thymol oil 8007-46-3 1
28 Rosephenone (=2,2,2-Trichloro-1-phenylethyl Acetate) 90-17-5 1
29 Hexyl salicylate 6259-76-3 1
30 Heliotropin 120-57-0 2.5

31
Galaxolide 50 IPM (=1,3,4,6,7,8-hexahydro-4,6,6,7,8,8-

hexamethylcyclopenta(g)-2-benzopyran 50% in IPM)
1222-05-5 15

32 Hedione(=Methyl dihydrojasmonate) 24851-98-7 10
33 Tonalide 1506-02-1 0.8
34 Ambrettolide 7779-50-2 0.2
35 Coumarin 91-64-5 0.9
36 Vanillin 121-33-5 0.1

37
P.E.P.A (=2,6-Difluoro-4-[2-(phenylsulfonylamino)

ethylthio]phenoxyacetamide)
141286-78-4 0.1

38 Lime terpene 68917-71-5 2.5
39 Orange terpene 68647-72-3 4
40 D.P.G (Propylene glycol) 25265-71-8 30.855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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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시험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 감염성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급, 만성 신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자

     •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자

   2) 제외조건

     •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

     •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사람

     • 시험 부위에 병변이 있어 측정이 곤란한 사람

     •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

     • 비염 등 후각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 흡연이나 음주가 1주에 1회 이상 잦은 사람

     • 그 외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의 판단으로 인체적용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중지 및 탈락 기준 : 시험참가에 동의한 후 본 시험에 참가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대상자는 인체적용시험 참여를 중지시키기로 하였다.

     • 시험대상자가 참여 거부 의사를 제시한 경우

     • 시험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혹은 시험부위에 홍반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여 시험대상자가 시험 중단을 요구한 경우

     • 시험시료로 인하여 과민 증상을 나타낼 경우

     • 다른 질환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시험대상자가 시험내용상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시험대상자 수

      인체적용시험은 22명을 대상으로 선정검사를 진행하였고 모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시험에 참여하였다. 22명 중 1명이 중도 탈락하여 21명이 최종 시험을 종료하였다.

  나. 시험시료의 사용

   1) 사용법

     시험시료 4ml을 적용한 시향용 마커펜을 이용하여 3분간 향을 맡도록 하였다.

   2) 시험시료의 사용 횟수: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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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시료의 보관

     시험시료는 밀봉된 상태로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다. 시험방법

   1) 시험대상자 방문일정 : 방문 1 (Screening, 시험대상자 선정검사, 뇌파 측정 및 설문

조사)

     시험에 대한 설명 후 시험참여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조사, 선정 제외기준 검토, 병력조사를 실시하고 뇌파를 측정하였다. 시험 종료 

후 상태불안척도 조사, 유효성 평가 설문조사, 제품 기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기기 측정

     • 기기 측정 조건

        기기적 평가를 위하여 시험대상자는 실내온도 20~25℃, 습도 40~60%의 항온항습 

조건의 대기실에서 30분간 안정을 취하였으며, 객관적 측정을 위하여 연구자 1인이 

측정하였다.

     • 뇌파 측정

        뇌파 평가는 시험대상자가 눈을 감은 안정된 상태에서 DSI-24 뇌파 측정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3분 동안 뇌파의 변화를 DSI-streamer (DSI-24) 프로그램으로 

측정하였다. 무향 상태로 3분 측정하고 시험시료의 향을 맡은 상태 로 3분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TeleSc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하고 분석하였다. 측정된 α/β의 

비율, 상대 α파, 상대 β파는 채널 Fp1, Fp2, Fz, F3, F4, F7, F8을 통해 각성 또는 

안정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 심박수 또한 측정된다. 향을 맡기 전후의 

측정값을 유효성 평가 변수로 사용하였다.

   3) 상태불안척도 (STAI-X-1) 조사

      본 연구에 사용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Spielberger(1970)가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제

작하였다.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상태불안척도'는 특수한 상황을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불안

척도'는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서적 불안 특성을 묻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불안 척도의 채점결과는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험대상자는 각 질문 내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대단히 

그렇다’(4점)의 4단계로 직접 설문자료에 답변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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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태불안척도 질문지

질문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으로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1 2 3 4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1 2 3 4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1 2 3 4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1 2 3 4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1 2 3 4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9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짜증스럽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 2 3 4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 2 3 4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 2 3 4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른다. 1 2 3 4
*19 나는 즐겁다. 1 2 3 4
*20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 : Reversal Scoring Items : 역수로 계산함

   4) 유효성 평가 설문조사 (Global Assessment of Efficacy)

      시험시료의 향에 대하여 '4점, 안정되는 느낌' ~ '0점, 각성되는 느낌'의 5단계로 직접 

설문자료에 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안정되는 느낌 또는 각성되는 느낌에 대한 시험

대상자 수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5) 제품 기호도 설문 조사평가

      시험시료의 향에 대하여 아주좋음, 좋음, 보통, 나쁨, 아주나쁨의 5단계로 시험대상자가 

직접 설문자료에 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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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효성 평가기준

     •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시험시료의 향을 맡기 전후의 α/β의 비율, 상대 α파 측정

값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시험시료의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시험시료의 향을 맡기 전후의 상대 β파, 평균 

심박수 측정값, 상대불안척도 조사 결과, 유효성 평가 설문조사 (Global Assessment 

of Efficacy) 결과를 근거로 평가하였다.

   7) 통계적 분석

      시험시료 사용 전 대비 변화율의 유의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9.0을 사용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확률 p<0.05일 때 유의성을 확인하였

으며, 유의확률은 소수 셋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었다.

      통계 방법은 정규성 검정 후 모수적 방법인 Paired t-test와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8) 규정 및 기타

     • 시험대상자의 안전보호

      인체적용시험은 Helsinki 선언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권익을 존중함과 더불어 

시험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시되었다. 시험담당자는 시험대상자를 인체

적용시험에 등록하기 전에 각 시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험담당자는 시험시료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 시험대상자 동의서 및 동의 설명문

      시험책임자와 시험담당자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 시험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제외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시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모든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충

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시험대상자가 동의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시험책임자가 

시험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여 확인하였다.

     • 비밀유지

      시험에 참여한 모든 시험대상자명은 비밀로 유지하였다. 서명을 받은 시험대상자 

동의서는 연구자가 보관하며, 시험담당자 또는 모니터는 시험대상자번호, 시험대상자 

이니셜 및 시험대상자명이 기록된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여 추후의 기록 및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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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 기타 시험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항

      시험이 진행된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시험계획서에 규정된 대로 시험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시험대상자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연구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이상반응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연구도중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의뢰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결과로 직·간접적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단, 본 인체적용시험 

수행과 무관한 입원비, 검사비, 진찰료는 시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

Ⅲ. 결  과

 1.  시험대상자 정보

  가. 시험 대상자 정보

    본 시험을 종료한 시험대상자 21명의 평균 연령은 만 48.381세로 30대 2명, 40대 9명, 

50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표 4).

표 4. 시험대상자 연령 (n=21)

연령(세) 인원수(명) %
20-29 0 0.000
30-39 2 9.524
40-49 9 42.857
50-59 10 47.619
60-65 0 0.000

  나. 중도 탈락자

    본 시험에 참여한 시험대상자 22명 중 1명이 중도 탈락하여 총 21명이 시험을 종료

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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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도 탈락자 정보 (n=1)

탈락자 20113-BR1-01

탈락사유 일정미준수

탈락일 방문1

연령 45

성별 여

  다. 시험대상자 피부 상태 및 특성

    각 시험대상자별 피부질환, 가려움, 따가움, 홍반, 화장품 부작용, 의약품 부작용, 광 

민감성, 아토피질환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해당되는 시험대상자는 없었으며 기타 항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험대상자 또한 없었다(표 6).

표 6. 시험대상자 설문 결과

인원수 (명) %

피부질환 0 0.000

가려움 0 0.000

따가움 0 0.000

홍반 0 0.000

화장품 부작용 0 0.000

의약품 부작용 0 0.000

광 민감성 0 0.000

아토피 질환 경험 0 0.000

 2.  1차 유효성 평가

  가. α/β의 비율

    전두엽 채널 별 뇌파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시향 전과 비교하여 시향 후에 α/β 비율은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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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α/β의 비율 측정결과

(Mean±SD)

채널구분 시향 전 시향 후 유의확률

Fp1 1.944±1.957 2.735±2.519 0.001*

Fp2 2.138±1.998 2.706±2.299 0.011*

Fz 2.658±2.394 3.353±2.820 0.000*

F3 2.148±1.888 2.769±2.392 0.000*

F4 2.420±2.324 3.038±2.553 0.000*

F7 1.926±1.523 2.565±1.991 0.000*

F8 1.902±1.662 2.571±1.939 0.001*

* : p<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그림 2. α/β의 비율 측정결과

  나. 상대 α파

    전두엽 채널 별 뇌파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시향 전과 비교하여 시향 후에 상대 α파는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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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대 α파 측정 결과

(Mean±SD)

채널구분 시향 전 시향 후 유의확률

Fp1 0.351±0.170 0.445±0.188 0.000*

Fp2 0.376±0.185 0.452±0.189 0.000#

Fz 0.412±0.182 0.511±0.174 0.000#

F3 0.367±0.169 0.461±0.162 0.000*

F4 0.407±0.200 0.492±0.184 0.000*

F7 0.355±0.157 0.445±0.167 0.000#

F8 0.358±0.170 0.452±0.175 0.000*

* : p<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 : p<0.05 by Paired t-test

 그림 3. 상대 α파 측정 결과

 3.  2차 유효성 평가

  가. 상대 β파

    전두엽 채널 별 뇌파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시향 전과 비교하여 시향 후에 상대 β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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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감소(p<0.05)하였다(표 9).

표 9. 상대 β파 측정 결과

(Mean±SD)

채널구분 시향 전 시향 후 유의확률

Fp1 0.257±0.099 0.220±0.099 0.003#

Fp2 0.241±0.099 0.221±0.098 0.009#

Fz 0.225±0.084 0.202±0.083 0.002#

F3 0.250±0.087 0.218±0.091 0.000#

F4 0.246±0.088 0.216±0.088 0.001#

F7 0.236±0.070 0.213±0.077 0.005#

F8 0.250±0.081 0.217±0.080 0.002#

# : p<0.05 by Paired t-test

 그림 4. 상대 β파 측정 결과

  나. 평균 심박수

    시향 전과 비교하여 시향 후에 평균 심박수가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p<0.05)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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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평균 심박수 측정결과

(Mean±SD)

구분 시향 전 시향 후 유의확률

평균 심박수 74.035±8.680 73.090±9.572 0.058
* : p<0.05 by Wilcoxon signed rank test

 그림 5. 평균 심박수 측정결과

  다. 상태불안척도

    시향 전과 비교하여 시향 후에 상태불안척도가 유의하게 감소(p<0.05)하였다(표 11).

표 11. 상태불안척도 설문결과

(Mean±SD)

구분 시향 전 시향 후 유의확률

상태불안척도 31.762±7.609 27.714±5.720 0.000#

# : p<0.05 by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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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상태불안척도 설문결과

  라. 유효성 평가 설문 조사결과

    시험시료의 향에 대하여 실시한 유효성 평가 설문조사에서 설문 값과 표준편차 및 답변에 

대한 시험대상자 수의 백분율을 구하였다(표 12).

표 12. 제품에 대한 유효성 평가 설문 조사 결과

4* 3* 2* 1* 0* 평균
표준편

차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향이다

n 7 13 1 0 0
3.286 0.561

% 33.333 61.905 4.762 0.000 0.000

4. 안정되는 느낌 ~ 0. 각성되는 느낌

    시험시료에 대한 유효성 설문평가 결과, 향에 대하여 시험대상자의 95.238%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향이다'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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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품 기호도 설문 조사결과

    시험시료의 향에 대하여 실시한 기호도 설문조사에서 설문 값과 표준편차 및 답변에 

대한 시험대상자 수의 백분율을 구하였다(표 13).

표 13. 제품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4* 3* 2* 1* 0* 평균
표준편

차

향 선호도
n 9 10 2 0 0

3.333 0.658
% 42.857 47.619 9.524 0.000 0.000

*4: 아주좋음, 3: 좋음, 2: 보통, 1: 나쁨, 0: 아주나쁨

    시험시료에 대한 기호도 설문평가 결과, 향에 대하여 시험대상자의 100.00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Ⅳ. 결론

 본 시험은 20~65세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3분 동안 잣나무 추출물 디퓨저의 향을 맡기 

전후의 뇌파 변화를 10/20 전극시스템 DSI-2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 종료 후 설문평

가를 완료하였다.

  1) 본 시험을 종료한 시험대상자 21명(중도탈락자 1명 제외)은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만 48.381세였다. 선정된 시험대상자들은 특별한 피부 증상은 없었으며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및 약물 복용력은 없었다.

  2) 시험시료의 향을 맡은 후 전두엽의 뇌파 변화를 확인한 결과,

   ⅰ. α/β 의 비율은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증가(p<0.05)

하였다.

   ⅱ. 상대 α파는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다.

   ⅲ. 상대 β파는 모든 채널(Fp1, Fp2, Fz, F3, F4, F7, F8)에서 유의하게 감소(p<0.05)하였다.

  3) 시험시료의 심전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평균 심박수는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6 -

  4) 시험시료의 향을 맡은 후 상태불안척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p<0.05)하였다.

  5) 시험시료에 대한 유효성 설문평가 결과, 향에 대하여 시험대상자의 95.238%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향이다'에 평가하였다 .

  6) 시험시료에 대한 기호도 설문평가 결과, 향에 대하여 시험대상자의 100.00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잣나무 추출물 디퓨저는 향을 맡은 후에 α/β의 비율과 상대 α파가 증가하고 상태불안

척도가 감소하였으므로 편안하고 안정되는 향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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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 연구
(자체연구, 2015 ~ 2019)

이서희

요   약

  편백은 일본산 상록교목성 목본으로 1904년 국내에 도입되어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중부 이남

을 중심으로 조림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산림녹화 사업으로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식재되었다

(Son et al., 2014). 최근 편백림은 산림 녹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휴양림으로서 국민들의 수요가 확대되

어 숲 치유와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Jo et al., 2006; Kim et 

al., 2009). 또한 편백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의 유용성(Kofujita et al., 2001; Matsushita et al., 

2006)이 알려지면서 편백림은 남부지방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목자원이 되었다(So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부 지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록침엽수인 편백나무의 내한성을 검정하고, 내

한성 개체를 선발하여 중부지역의 신소득원으로서 육성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중부지역에서 편백나무

를 다양하게 조림하고 있지만 조림의 성패가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 편차도 매

우 큰 편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여주, 그리고 부천의 경우 매년 조림 보식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외 

지역의 경우 편백나무 조림 지역이 도심지와 매우 가까우며 사방이 막혀 바람이 들이치는 장소가 아닌 

곳들이 많았다. 이러한 입지환경의 특성으로 중부지역에서의 조림이 성공한 것이 아닌지 추측이 된다. 

물론 남부지역에 비하면 크기나 생장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추후 조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전기전도도의 경우 생엽일 때 30분 간 침수 시 오산(대) 0.25로 가장 낮고 서울(소)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엽일 때는 18시간 침수 시 평택(중) 0.58로 가장 낮고 여주(중) 1.72로 가장 높은 수

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건조한 잎 일 때 30분 간 침수 시 여주(중) 1.08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평택(대)와 부천(소)가 각각 3.04로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시간 침수 시 여주(대) 2.64로 가

장 낮았고 성남(소) 14.22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도도와 수목 활력은 반비례하여 전기전도도가 높을수록 활력은 떨어진다. 생엽으로 1차 실험 

후 건조시켜 반복 실험을 진행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세포벽이 파괴되어 전기전도도 검출이 더욱 유리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엽일 때 30분, 18시간 침수 시 전기전도도 평균값은 0.94이나 

건조시킨 뒤 30분, 18시간 침수시 전기전도도 평균값은 6.74로 약 7.2배에 달한다. 그러나 생엽일 때와 

건조시켰을 때 전기전도도의 최소값 및 최대값이 발생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조림지역 별 주변 환경의 차이가 수목 활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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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편백(Chamaecyparis obtusa (Siebold &Zucc.) Endl.)은 히노끼(hinoki)나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측백나무과(Cupressaceae) 편백속(Charmaecyparis)에 속하며 중국, 일본, 한국에서 자란다. 편

백나무 목재는 욕조, 가구 및 베개 충전재 제조, 오일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편백나무 잎 추출물

은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이 있어 의학의 자연적 근원으로 여겨왔으며 요로감염의 치료효과와 강력한 항

균활성 및 항염활성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bioflavonoid의 경우 신경보호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monoterpenoids, sesquiterpenoids, flavonoids와 bioflavonids 등은 

편백나무 잎에서 추출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 활성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시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녹화용 조경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도시의 경관 향상과 생태적 건전성을 위해 상록식물의 활용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며(Kim et al., 2010), 한반도에 자생하는 상록침엽수의 북방한계선 변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육분포지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Lee et al., 2005; Park and Oh, 2002). 특히 편백나무는 남부지방

에서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의 대체조림수종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편백나무는 1904

년에 처음 국내에 도입되어 중부 이남 지역에서 조림되기 시작하였다(Cho, 1989). 이 후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1960년도부터 많은 조림활동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는 전체 조림면적 

20,039 ha의 9.3%에 해당하는 1,872 ha를 조림하였는데 이는 침엽수종 중 소나무 다음으로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된다(KFS, 2013).

  기존 연구에서는 식물의 내한성 평가에는 전해질 용출법(electrolyte leakage method), TTC 환원

법(2,3,5-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 reduction), 재생 검사(regrowth test) 등이 이용되어 왔다

(Kim, 2006). 전해질 용출법은 온도 스트레스 시 세포막 투과성의 변화로 누출되는 전해질을 측정함으

로써 세포의 열 안정성(thermo-stability)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물 조직 침출액의 전기전도도 측정값

을 이용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온도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치사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 

전해질 용출법은 먼저 몇몇 식물의 내서성 평가에 보고되었으며(Ingram, 1895; Ingram and 

Buchanan, 1981, 1984; Martineau et al., 1979), Ingram(1985)이 제안하였던 비선형회귀

(nonlinear regression)를 통한 수리적 모델은 이후 여러 식물의 내한성 평가를 위한 연구들에 활용되

었다(Anderson et al., 1988; Caedona et al., 1997; Kim, 2006; Kim et al., 2010; McKeller et al., 1992).

  본 연구는 남부 지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록침엽수인 편백나무의 내한성을 검정하고, 내한성 개

체를 선발하여 중부지역의 신소득원으로서 육성하고자 수행되었다. 전해질 용출법은 신속하고 간편한 내

한성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식물의 내한성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고(Anderson et al., 

1988; Cardona et al., 1997; Fry et al., 1993; Kim et al., 2010; Maier et al., 1994) 이것은 초본

과 목본 식물의 차이, 전해질 용출 측정 대상 부위의 차이, 최대 전해질 용출 측정을 위한 온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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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 전해질 용출량을 통하여 저온 치사 온도를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의 차이 등에 의한 실험방법 

상의 오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추론된다(Anderson et al., 1988; Cardona et al., 1997; 

Dunn et al., 1999; Fry et al., 1993; Iles and Agnew, 1995; Maier et al., 1994).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공시재료

  대상지 내 편백나무 유묘(부천, 서울, 여주, 용인, 성남, 오산, 평택 등 7개 산지)

(1) 부천 :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산 55 (N37°46'50.84" E126°79'75.27")

(2) 서울 : 서울 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산 93 (N37°59'42.12" E126°90'09.58")

(3) 여주 : 경기 여주 강천면 강천리 산 35-14 (N37°24'31.09" E127°72'83.52")

(4) 용인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 22 (N37°31'22.07" E127°27'08.67")

(5)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 29-5 (N37°39'45.13" E127°09'47.80")

(6) 오산 : 경기 오산시 양산동 산 19 (N37°19'28.09" E127°02'68.56")

(7) 평택 : 경기 평택시 송북동 537-1 (N37°07'37.52" E127°07'25.51")  

2. 내한성 평가 모델링

  1차 : 대상지역 가구 site별 표준지 조사 실시 → 생장 우수목(대), 보통목(중), 열세목(소) 그룹 구분

   - 우수목(대) : 중위수 기준 30% 이상 생장목

   - 보통목(중) : 중위수 기준 ±20% 생장목

   - 열세목(소) : 중위수 기준 30% 이하 생장목

  2차 : 그룹별 3그루씩 표준목 선정 → 동서남북 방향으로 고르게 5가지씩 시료 채집<그림 1-1>.

  3차 : 채집해온 시료를 30분 간 침수 후 전기 전도도 검사 → 18시간 침수 후 전기 전도도 검사

  4차 : 생엽일 때 검사 → 건조시킨 후 동일 검사 시행<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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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편백나무 시료 채집

<그림 2> 전기전도도 실험

3. 전해질 용출 평가

  식물은 온도 스트레스시 세포막의 반투과성막이 손상되어 세포 내의 전해질이 용출된다(Bowers 

1994). 동해란 물질이동 통제 기능을 가진 세포막에 손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손상정도는 전

해질 유출로 반영되며, 이는 다시 조직의 피해 정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동해 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저온에 노출시킨 조직을 배양한 용약으로부터 전해질 유출량이나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

다(Emmert and Howlett, 1952; Fensom, 1966).

  전해질 용출량 측정을 위한 식물체 채취 부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site 별 표준지를 조

사하여 생장 우수목(대), 보통목(중), 열세목(소)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룹별 3그루, 동서남북 방향으로 

돌아가며 5가지씩 채집하였고 6 site의 현장 조사 주기는 2달마다 이루어졌다. 채집된 표본 조직은 

50ml 용량의 마개가 있는 시험관에 30ml 의 탈이온 2차 증류수(deionized double distilled water)

와 함께 넣어 약 3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진탕기(orbital shaker; NB-101M, N-Biotec, Inc., 

Bucheon, Korea, 2002)에서 120rpm으로 18시간 동안 진탕시켰다. 진탕 후 전도도측정기

(conductivity meter; Orion 4-Star Plus 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Massachusetts, 

USA, 2008)를 사용하여 침출액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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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생엽으로 1차 실험 후 건조시켜 2차 조사를 시행한 것은 편백나무 잎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전기전도

도가 더욱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6개 지역의 그룹별로 3그루씩 5가지에서 각각 나온 데

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표 1, 2> <그림 3>.

<표 1>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생엽 일 때 전기전도도 (단위 : ds/m)

생엽
부천 서울 여주 성남 오산 용인 평택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대 0.76 1.52 2.60 5.10 1.53 1.40 0.44 1.01 0.25 0.61 0.44 1.11 0.43 0.92

중 0.80 1.41 4.25 2.31 1.74 1.72 0.49 1.08 0.39 0.85 0.50 1.10 0.45 0.58

소 0.83 1.61 4.02 2.97 0.77 1.13 0.51 1.13 0.43 0.84 0.57 1.20 0.36 0.70

<표 2>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건조잎 일 때 전기전도도 (단위 : ds/m)

건조
부천 서울 여주 성남 오산 용인 평택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대 2.33 13.20 2.66 12.07 2.12 2.64 2.45 11.94 1.71 13.46 2.53 11.14 3.04 8.30

중 2.70 13.82 2.71 12.64 1.08 9.51 2.52 12.99 2.76 11.30 2.65 11.49 1.64 9.66

소 3.04 13.79 2.96 13.82 1.40 3.93 2.69 14.22 2.77 11.45 2.87 12.12 1.19 9.96

  전기전도도의 경우 생엽일 때 30분 간 침수 시 오산(대) 0.25로 가장 낮고 서울(중) 4.25로 가장 높다. 생

엽일 때 18시간 침수 시 평택(중) 0.58로 가장 낮고 서울(대) 5.1로 가장 높다. 건조한 잎 일 때 30분 간 침

수 시 평택(소) 1.19로 가장 낮고 평택(대) 3.04로 가장 높다. 18시간 침수 시 평택(대) 8.3로 가장 낮고 성

남(소) 14.22로 가장 높다.

  지역별 전기전도도 분석을 도표로 만들어 보았을 때 생엽(30분) 일 때 전기전도도 그래프의 경우 <그림 

3>처럼 나타나는데 서울과 여주의 수치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가장 수치가 높게 나타난 곳

은 서울이었다. 

<그림 3>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생엽(30분) 일 때 전기전도도 그래프(단위 :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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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생엽(30분) 일 때 전기전도도(단위 : ds/m)

생엽/30분 부천 서울 성남 오산 용인 여주 평택
대 0.76 1.63 0.44 0.25 0.44 1.53 0.43 
중 0.80 1.30 0.49 0.39 0.50 1.74 0.45 
소 0.83 2.05 0.51 0.43 0.57 0.77 0.36 

  또한 수치가 생엽(30분) 일 때 대, 중, 소 세 그룹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보면 우세목의 그룹에서 수치가 

낮게 나오고 소그룹 즉 열세목의 그룹에서 나오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아 전기전도도가 높을수록 수목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대부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론 여주 지역과 같이 결과가 예상하던 방향이 아닌 

실험 결과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엽(18시간) 일 때 전기전도도 그래프도 <그림 4>처럼 나타났는데 생엽(30분)일 때 와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확실히 18시간 침수 후 데이터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엽 30분 일 EO

와는 또 다른 양상의 데이터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시료의 상태에 따라 또는 오퍼레이터의 실험에 따라 오차

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생엽 18시간 침수 후 데이터의 경우 부천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

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여주, 성남,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생엽(18시간) 일 때 전기전도도 그래프(단위 : ds/m)

   <표 4>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생엽(18시간) 일 때 전기전도도(단위 : ds/m)

생엽/18시간 부천 서울 성남 오산 용인 여주 평택
대 1.52 0.76 1.01 0.61 1.11 1.40 0.92 
중 1.41 1.51 1.08 0.85 1.10 1.72 0.58 
소 1.61 0.70 1.13 0.84 1.20 1.13 0.70 

  생엽에 대한 수치와 비교하고자 생엽으로 전기전도도 실험 후 건조시켜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였다. 동일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실험 중간 중간 시료 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별 

실험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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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30분)의 전기전도도 실험의 결과는 <그림 5>과 같이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

였으나 여주와 평택의 경우 우세목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중간목과 열세목의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특이점을 찾지는 못

하였다. 

<그림 5>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건조(30분) 일 때 전기전도도 그래프(단위 : ds/m)

   <표 5>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건조(30분) 일 때 전기전도도(단위 : ds/m)

생엽/30분 부천 서울 성남 오산 용인 여주 평택
대 2.33 2.66 2.45 1.71 2.53 2.12 3.04 
중 2.70 2.71 2.52 2.76 2.65 1.08 1.64 
소 3.04 2.96 2.69 2.77 2.87 1.40 1.19 

    건조(30분) 시료 분석 후 건조(18시간) 전기전도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6> 와 같이 나타났다. 건

조(30분) 시료와 비슷한 양상의 패턴이 나타났는데 생엽 일 때와는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나 예상되는 그래프

의 모형은 아니었다. 건조 30분 때와 비슷하게 여주와 평택에서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생엽일 때와는 수치상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지역은 부천으로 나타났다. 생엽(18시간)일 때 1.61으로 나타났으나 건조(18시간)일 때 13.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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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건조(18시간) 일 때 전기전도도 그래프(단위 : ds/m)

   <표 5> 경기 지역 조림 입목의 건조(30분) 일 때 전기전도도(단위 : ds/m)

건조/18시간 부천 서울 성남 오산 용인 여주 평택
대 13.20 12.07 11.94 13.46 11.14 2.64 8.30 
중 13.82 12.64 12.99 11.30 11.49 9.51 9.66 
소 13.79 13.82 14.22 11.45 12.12 3.93 9.96 

  수치가 의아하게도 여주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수치가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이 역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지역별로 생엽일 때와 건조 후 시료 분석 시 워낙 데이터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었는

데 분석 시 특이하게 다른 표본점이 있다거나 시료가 특이했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었다. 

Ⅳ. 결   론

  산림청 산림통계연부(http://kosis.kr)의 조림면적을 살펴보면, 2003년도 잣나무(2,356ha), 소나무

(1972ha), 편백(1,493ha) 순으로 편백이 3번째를 차지했다. 10년 경과한 2013년에는 소나무(4,641ha) 

다음으로 편백(2,840ha)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10년간 조림면적은 641ha가 증가한데 비해 편백은 

1,347ha 늘어나, 기존 조림지의 수종이 편백림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년 사이에 편백의 

조림지 면적은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이 중 전남지역의 조림면적은 2003년 4,162ha에서 2013년 

2,969ha로 10년 사이 1,193ha가 줄어든데 비해 편백조림지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관상가치가 

높은 일부 난·온대성 수종들이 온대중부지역에도 조경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 그러나 불규칙하게 찾아

오는 혹한으로 식물의 내한성 한계 이하의 온도로 기온이 하강하면 이를 견디지 못하는 식물들은 한순

간에 동사될 수 있다. 특히 냉해보다 동해는 얼음이 물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메카니즘이 

복잡하고 피해도 심하게 나타난다. 즉, 갑작스런 혹한으로 세포내 결빙이 일어나면 그 세포는 대부분 죽

게된다(Asahina, 1956; Ashworth, 1992).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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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부 지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록침엽수인 편백나무의 중부지역에서의 내한

성을 검정하고, 내한성 개체를 선발하여 중부지역의 신소득원으로서 육성하고자 수행되었다. 내한성 검

정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전기전도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기전도도의 경우 생엽일 때 30분 간 침수 시 

오산(대) 0.25로 가장 낮고 서울(소)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엽일 때는 18시간 침수 시 평택

(중) 0.58로 가장 낮고 여주(중) 1.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건조한 잎 일 때 30분 간 

침수 시 여주(중) 1.08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평택(대)와 부천(소)가 각각 3.04로 동일하게 가

장 높게 나타났다. 18시간 침수 시 여주(대) 2.64로 가장 낮았고 성남(소) 14.22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도도와 수목 활력은 반비례하여 전기전도도가 높을수록 활력은 떨어진다. 생엽으로 1차 실험 

후 건조시켜 반복 실험을 진행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세포벽이 파괴되어 전기전도도 검출이 더욱 유리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엽일 때 30분, 18시간 침수 시 전기전도도 평균값은 0.94이나 

건조시킨 뒤 30분, 18시간 침수시 전기전도도 평균값은 6.74로 약 7.2배에 달한다. 그러나 생엽일 때와 

건조시켰을 때 전기전도도의 최소값 및 최대값이 발생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따랐

는데, 이를 단순히 시료 분석 시 나타나는 에러로 보기에도 여의치가 않은 점이라 재분석을 하고 싶었으

나 시료 보관의 한계가 있어 재분석을 할 수는 없었다. 

  시료를 채집하는 월도 10월, 11월, 12월은 연속적으로 채집을 하였고, 그 후에 4월, 8월에 시료를 각

각 채집하였는데 겨울철 편백나무의 활력도와 여름철 편백나무의 활력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데이터 수치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7개 산지 중 고위도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이나 여주 지역의 전기전도도가 높은 것은 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을 뜻한다. 이는 아마도 평균 온도차에서 오는 영향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은평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1만 그루를 식재하였다. 

그러나 봉산 중턱 사면에 위치하여 비·바람을 여과없이 맞으니 동일연도에 식재한 타 조림지역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이를 의식하였는지 2019년에는 편백의 하층부를 일제히 전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부천 역시 매년 고사하는 편백나무를 보식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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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위한 경기도내 주요산지인 팔달산 등 50개소를 

선정하여 관속식물상 조사를 계획하였다. 3차년도 지역별 주요 산지 조사 지역은 경기도 용

인시 석성산, 부천시 원미산, 화성시 건달산, 남양주시 운길산, 김포시 문수산, 광명시 구름

산, 양주시 노고산, 양평군 중원산, 동두천시 소요산, 가평군 화악산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 대한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10개소 전체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총 108과 382속 737종이 분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특산식물은 개나리, 은사시나무, 구상나무, 병꽃나무, 사창분취, 고려

엉겅퀴, 각시서덜취, 갈퀴아재비, 검팽나무, 금마타리, 매자나무, 진범, 할미밀망, 홀아비바람

꽃, 외대으아리, 키버들, 구실바위취, 서울제비꽃, 산앵도나무, 금강초롱꽃, 오동나무, 점현호

색, 회양목 23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32종류, 그 중 멸종위기종(CR)은 목련, 

닻꽃 2종류, 위기종(EN)은 만주바람꽃, 구실바위취 2종류, 취약종(VR)은 주목, 눈측백, 왕씀

배, 산들깨, 왜박주가리, 금붓꽃, 금강초롱꽃 7종류, 약관심종(LC)은 구상나무, 미치광이풀, 귀

박쥐나물, 검팽나무, 금마타리, 이팝나무, 꽃개회나무, 너도바람꽃, 홀아비바람꽃, 세잎종덩굴, 

말나리, 금강죽대아재비, 나도개감채, 뻐꾹나리, 도깨비부채, 과남풀, 태백제비꽃, 등칡, 두루

미천남성 19종류, 자료부족종(DD)은 대구사초, 도라지모시대, 토현삼 3종류이었다. 식물구계

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비목나무, 백선, 야광나무, 가래나무, 헛개나무, 덤불쑥, 여우오줌, 

고려엉겅퀴, 큰엉겅퀴, 사철나무, 회나무, 느릅나무, 시무나무, 검팽나무, 폭나무, 오갈피나무 

들메나무, 털개회나무, 투구꽃, 큰꽃으아리, 흰진범, 쇠털이슬, 민백미꽃, 왜박주가리, 박새, 일

월비비추, 뻐꾹나리, 매화말발도리, 말발도리, 선괭이눈, 물참대, 산괭이눈, 노랑물봉선, 금붓

꽃, 삿갓사초, 덩굴별꽃, 산물통이, 까치수염, 연복초, 백당나무, 괴불나무, 산돌배, 터리풀, 올

벚남, 두루미천남성, 장구밤나무, 홀아비꽃대, 회양목 48종류, Ⅱ등급은 주목, 전나무, 잣나무, 

붉은병꽃나무, 곰취, 큰꼭두서니, 미역줄나무, 회목나무, 나래회나무, 새끼꿩의비름, 범꼬리, 

매발톱나무, 꿩의다리아재비, 함박꽃나무, 금강죽대아재비, 나도개감채, 두루미꽃, 돌단풍, 금

괭이눈, 붉은참반디, 개시호, 동자꽃, 앵초, 큰앵초, 피나물, 오미자, 황벽나무, 홍괴불나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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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무, 사스레나무, 마가목, 인가목, 민눈양지꽃, 돌양지꽃, 꼬리조팝나무, 민둥뫼제비꽃, 노

랑제비꽃, 등칡, 둥근이질풀, 피나무, 찰피나무, 큰개현삼 42종류, Ⅲ등급은 큰꿩의비름, 향나

무, 구상나무, 물박달나무, 분비나무, 산벚나무, 미치광이풀, 나래박쥐나물, 난티나무, 쥐다래, 

복자기, 복장나무, 시닥나무, 청시닥나무, 부게꽃나무, 단풍나무, 금마타리, 좀작살나무, 이팝

나무, 개회나무, 매발톱, 너도바람꽃, 만주바람꽃, 종덩굴, 병조희풀, 노루삼, 세잎종덩굴, 외대

으아리, 여로, 말나리, 참여로, 분버들, 고광나무, 까치밥나무, 개앵도나무, 담상이삭풀, 대구사

초, 는쟁이냉이, 가는잎쐐기풀, 쐐기풀, 좁쌀풀, 박달나무, 개박달나무, 거제수나무, 개살구나

무, 참조팝나무, 쉬땅나무, 눈개승마, 인가목조팝나무, 속새, 당개지치, 산앵도나무, 앉은부채, 

새며느리밥풀, 금낭화, 점현호색 57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 사창분취, 귀박쥐나물, 산겨릅

나무, 매자나무, 꽃개회나무, 홀아비바람꽃, 회리바람꽃, 구실바위취, 도깨비부채, 층실사초, 

큰쐐기풀, 각시괴불나무, 금강초롱꽃, 등, 토현삼 16종류, Ⅴ등급은 눈측백, 갈퀴아재비, 목련, 

닻꽃 4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Ⅰ. 서  론

  경기도는 식물지리학적 한반도 식물구계 구분에 따라 한국구의 8개 아구 중 중부아구와 남부

아구 2개의 아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높은 산들이 분포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자생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중간적 성격의 식물상을 나타내지만 동부는 산악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종 및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기도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남방계 식물의 북상하고 북방계 식물이 남하하여 혼생을 이루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지역은 생물종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녹지(산림)가 현저히 감소하고 각종 산지전

용으로 인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주요 산림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및 건조, 한파,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요인들로 인해 산림내 생물

종다양성과 고유 자생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요 식물의 현지외 보존을 통

한 산업화 및 자원화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주요 산지에 대한 출현 관속식물의 종류와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여 

경기도 식물상을 확인하고, 특산식물, 희귀식물 및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조사된 모든 

식물의 목록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 지역별 산림관리 이용체계 개발 및 주요 식물의 산업화, 

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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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위한 경기도내 주요산지인 팔달산 등 50개소를 선

정하여 총 5년 기간 동안 매년 10개소씩 관속식물상 조사를 계획하였다. 2019년 3차년도 조

사는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소에 대하여 월 1회씩 총 80여회에 걸쳐 봄 개화기와 가

을 결실기를 포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경로는 각 지역별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으로 5~20m 내외 지역과 계곡을 따라 이동하며 조사하였고, 식물명에 사용된 학명은 국가표준

식물목록에 준하였다. 종 동정이 어려운 식물은 표본을 채취하여 이(1985), 박(1995), 김 등

(2000), 이(2003) 등의 식물도감을 참고하여 동정 및 분류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문헌을 통해 사

전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된 식물을 대상으로 한국특산식물은 국립수목원(2005), 식물구계학

적 특정식물은 환경부(2006)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 구분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석성산

  가. 개요

  석성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과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걸쳐 있는 높이 472m의 

산이다. 용인시에서 10번째 높은 산으로 성산, 구성산, 보개산으로도 부른다. 석성산이라는 

지명은 보개산에 축조되었던 석성 때문에 석성산 또는 성산이라고 불린 것으로 보여 진다.

  용인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2℃ 내외, 1월평균기온 －2.9℃ 내외, 8월평균기온 25.6℃ 내

외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연평균강수량은 1,312㎜ 정도이다.

 

  나. 조사결과

  석성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4과 223속 319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병꽃

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1종류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왜박

주가리(Tylophora floribunda Miq.),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말나리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4종

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Makino), 느

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시무나무(Hemiptelea davi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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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e) Planch.),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왜박주

가리(Tylophora floribunda Miq.), 말발도리(Deutzia parviflora Bunge),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노랑물봉선(Impatiens noli-tangere L.), 덩굴별꽃(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산물통이(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백선

(Dictamnus dasycarpus Turcz.), 백당나무(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홀아비꽃대(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14종류, Ⅱ등급은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피나물(Hylomecon vernalis Maxim.), 민둥뫼제비꽃(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5종류, Ⅲ등급은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개살구나무(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L.) 5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1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원미산

  가. 개요

  원미산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과 춘의동·소사동·역곡동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23.8m 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주산(主山)으로서 둔대산(屯垈山)·벼락산·춘덕산(春德山)·원미

산(遠美山)이라고도 하며, 오른쪽으로 고리울 봉배산이, 왼쪽으로는 도당의 매봉이 있으며, 

벌응절리·조마루·겉저리·여월동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원미산 주변으로 중앙도서관,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현충탑 등이 있다. 등산코스도 가꾸

어져 있으며, 원미공원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삼림욕장이 많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부천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2.1℃ 내외, 1월평균기온 －2.1℃ 내외, 8월평균기온 25.2℃ 

내외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234㎜ 정도이다.

  나. 조사결과

  원미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8과 156속 252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매자나무(Berberis koreana Palib.), 개나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외대으아

리(Clematis brachyura Maxim.),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구상나

무(Abies koreana E.H.Wilson),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서울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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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 seoulensis Nakai),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8종류이었으며, 산림

청 지정 희귀식물은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구상나무(Abies koreana E.H.Wilson) 3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Thunb.),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Makino), 폭나

무(Celtis biondii Pamp.), 시무나무(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큰꽃으아리(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야광나무(Malus baccata (L.) Borkh.),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7종류, Ⅱ등급은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마가목(Sorbus commixta Hedl.),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4종류, Ⅲ등급은 복자기(Acer triflorum Kom.),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매발톱(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외대으아리(Clematis brachyura Maxim.), 담상이삭풀(Brachyelytrum 

erectum var. japonicum Hack.), 구상나무(Abies koreana E.H.Wilson) 6종류, Ⅳ등급은 

매자나무(Berberis koreana Palib.), 등(Wisteria floribunda (Willd.) DC.) 2종류가 분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건달산

  가. 개요

  건달산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와 봉담읍 세곡리에 걸쳐 있는 높이 336m의 산으로 

화성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이다. ʻ건달ʼ이라는 산 이름 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산에 돌이 많고 나무가 적어 산다운 맛이 없다 하여 ʻ건달ʼ이라 불렀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산의 형태가 멀리서 보면 잘생긴 모습이나 가깝게 보면 난봉부리는 남정네 같다 하

여 ʻ건달ʼ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으며, 건달산은 발안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날씨가 맑을 때에는 

산 정상에서 서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다.  

  화성시는 비교적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기온은 12℃ 내외, 1월

평균기온은 -2.9℃ 내외, 8월평균기온은 25.6℃ 내외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312.3㎜ 정도이다.

  나. 조사결과

  건달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9과 193속 255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개나

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3종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1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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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Lindera erythrocarpa Makino), 백선(Dictamnus dasycarpus Turcz.), 콩배나무(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K.Schneid.) Rehder), 야광나무(Malus baccata (L.) Borkh.) 4종

류, Ⅱ등급은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붉은병꽃나무(Weigela florida 

(Bunge) A.DC.),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3종류, Ⅲ등급은 큰꿩의비름

(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Ohba), 속새(Equisetum hyemale L.),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4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1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운길산

  가. 개요

  운길산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와부읍 진중리와 송촌리, 시우리 경계에 위치한  높이 606.5m

의 산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양수리) 북서쪽 지점에 솟아 있으며, 서울과 매

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앙선의 간이역인 운길산역이 있어 평일 및 휴일에 많은 등산객들과 

사찰(수종사)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 정다산마을·팔당호·서울종합영화촬영소·금남유원지 

등의 관광지가 있고 산중턱에 수종사(水鐘寺)가 있어 볼거리도 많은 편이다. 

  남양주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1.5℃ 내외, 1월평균기온 －3.4℃ 내외, 8월평균기온 24.7℃ 내

외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238.2㎜ 정도이며, 7월에 399㎜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며 우리나

라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조사결과

  운길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8과 250속 390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홀아비바람꽃(Anemone koraiensis Nakai),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7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목련(Magnolia kobus DC.), 만주바람

꽃(Isopyrum manshuricum (Kom.) Kom.), 금붓꽃(Iris minutoaurea Makino),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Maxim.), 홀아비바람꽃

(Anemone koraiensis Nakai),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뻐꾹나리(Tricyrtis 

macropoda Miq.) 8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 큰엉겅퀴(Cirsium pendulum Fisch. ex DC.), 회나무(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Makino), 느릅나무(Ul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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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오갈피나무(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투구꽃(Aconitum jaluense Kom.), 큰꽃으아리(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뻐꾹나리(Tricyrtis macropoda Miq.), 매화말발도리(Deutzia uniflora Shirai), 말발

도리(Deutzia parviflora Bunge), 산괭이눈(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노랑물봉선(Impatiens noli-tangere L.), 금붓꽃(Iris minutoaurea Makino), 연복초(Adoxa 

moschatellina L.), 백선(Dictamnus dasycarpus Turcz.), 야광나무(Malus baccata (L.) 

Borkh.),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18종류, Ⅱ등급은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매발톱나무(Berberis amurensis Rupr.),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Koch), 돌단풍(Mukdenia rossii (Oliv.) Koidz.), 금괭이눈(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잣

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앵초(Primula sieboldii E.Morren), 피나물

(Hylomecon vernalis Maxim.), 붉은병꽃나무(Weigela florida (Bunge) A.DC.), 오리나무

(Alnus japonica (Thunb.) Steud.), 마가목(Sorbus commixta Hedl.), 돌양지꽃(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꼬리조팝나무(Spiraea salicifolia L.), 노랑제비꽃(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민둥뫼제비꽃(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찰피나무(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19종류, Ⅲ등급은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im.), 복자기(Acer triflorum Kom.), 단풍나무(Acer palmatum 

Thunb.), 좀작살나무(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만주바람꽃(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외대으아리(Clematis 

brachyura Maxim.), 여로(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고광나

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는쟁이냉이(Cardamine komarovii Nakai), 쐐기풀(Urtica 

thunbergiana Siebold & Zucc.), 좁쌀풀(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박달나무(Betula schmidtii Regel), 개박달나무

(Betula chinensis Maxim.), 개살구나무(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산벚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앉은부채(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새며느리밥

풀(Melampyrum setaceum var. nakaianum (Tuyama) T.Yamaz.), 애기며느리밥풀

(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 

Lem.) 21종류, Ⅳ등급은 홀아비바람꽃(Anemone koraiensis Nakai), 큰쐐기풀(Girardinia 

cuspidata Wedd.),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등(Wisteria floribunda 

(Willd.) DC.) 4종류, Ⅴ등급은 목련(Magnolia kobus DC.) 1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7 -

5. 문수산

  가. 개요

  문수산(蘇萊山)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북단에 위치한 높이 376m의 산이다. 일명 비예산(比

兒山)이라 하였으며, 강화도의 갑곶진(甲串鎭)을 마주보고 한남정맥(漢南正脈)에 속해있는 산으

로 칠장산(죽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줄기로 이어진다. 문수산은 김포에서 가장 높은 명산으

로 동쪽으로는 한강 포구와 서울의 삼각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절

경지로 경치가 사계절 아름다워 "김포의 금강"이라고 불리운다.

  김포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1.1℃ 내외, 1월평균기온 －3.8℃ 내외, 8월평균기온 24.5℃ 내외

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346.7㎜ 정도이며, 7월에 358㎜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며 우리나라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조사결과

  문수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6과 203속 292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외대

으아리(Clematis brachyura Maxim.), 구상나무(Abies koreana E.H.Wilson),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5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구상나

무(Abies koreana E.H.Wilson) 1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헛개나무

(Hovenia dulcis Thunb.),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Thunb.),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Makino), 폭나무(Celtis biondii Pamp.), 매화말발도리(Deutzia uniflora 

Shirai), 삿갓사초(Carex dispalata Boott), 덩굴별꽃(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괴불나무(Lonicera maackii (Rupr.) Maxim.), 야광나무(Malus baccata (L.) Borkh.), 

산돌배(Pyrus ussuriensis Maxim.), 올벚나무(Prunus pendula f. ascendens (Makino) 

Kitam.), 장구밤나무(Grewia parviflora Bunge),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13종류, Ⅱ등급은 돌단풍(Mukdenia rossii (Oliv.) Koidz.),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피나물(Hylomecon vernalis Maxim.), 붉은병꽃나무(Weigela florida 

(Bunge) A.DC.), 찰피나무(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6종류, Ⅲ등급은 큰꿩의비름(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Ohba), 외대으아

리(Clematis brachyura Maxim.), 구상나무(Abies koreana E.H.Wilson), 눈개승마(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L.) 5종류, Ⅳ

등급은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1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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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름산

  가. 개요

  구름산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所下洞)과 노온사동(老溫寺洞)의 경계에 솟은 산으로, 높이 

237m이며 광명시 중심부에 위치한다. 구름산은 수분 유지에 유리한 토성을 가진 표토층으로 

덮여 있어 활엽수의 정착에 유리하며, 구름산 줄기는 남쪽으로 능고개를 지나 가학산(駕鶴

山)과 서독산(書讀山)으로 뻗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도덕산(道德山)까지 이어진다. 광명시 산

림생태계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접근이 쉬워 광명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광명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2.5℃ 내외, 1월평균기온 －2.4℃ 내외, 8월평균기온 25.7℃ 

내외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450.5㎜ 정도이며, 7월에 394.7㎜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며 

우리나라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조사결과

  구름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6과 189속 292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개나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외대으아리(Clematis brachyura 

Maxim.),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6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목련(Magnolia kobus DC.),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3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매화말발도리(Deutzia uniflora Shirai),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Thunb.), 말발도리(Deutzia parviflora Bunge), 백선(Dictamnus dasycarpus Turcz.), 두루

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폭나무(Celtis biondii Pamp.), 백당나무(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장구밤나무(Grewia parviflora Bunge),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덩굴별꽃(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산돌배(Pyrus ussuriensis Maxim.) 13종류, Ⅱ등급은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미역줄나무(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돌

단풍(Mukdenia rossii (Oliv.) Koidz.) 6종류, Ⅲ등급은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개살구나무(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단풍나무(Acer 

palmatum Thunb.), 외대으아리(Clematis brachyura Maxim.), 여로(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6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1종류, Ⅴ등급은 목련(Magnolia kobus DC.) 1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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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고산

  가. 개요

  노고산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와 덕도리 및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 걸쳐 있는 

높이 401m의 산이다. 노고산은 산신 할머니가 있었다 하여 노고산(老姑山)이라는 이름이 생

겼으며, 노고산 남쪽에 있는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세우개마을에서 정상으로 오르기가 쉬운 

편이다. 산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산줄기가 남북으로 이어지고 주변은 산과 계곡으로 에워싸

여 있다.

  양주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2.5℃ 내외, 1월평균기온 －2.4℃ 내외, 8월평균기온 25.7℃ 내외

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450㎜ 정도이며, 7월에 394㎜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며 우리나라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조사결과

  노고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0과 92속 278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회양

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개나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매자나무(Berberis koreana Palib.),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6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금붓꽃(Iris minutoaurea 

Makino), 왕씀배(Prenanthes ochroleuca (Maxim.) Hemsl.)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과남풀(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4종류이

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매화말발도리(Deutzia uniflora Shirai), 금붓꽃(Iris minutoaurea Makino), 덤불쑥(Artemisia 

rubripes Nakai), 백당나무(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두루미천

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덩굴별꽃(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8종류, Ⅱ등급은 전나

무(Abies holophylla Maxim.),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오리나무(Alnus 

japonica (Thunb.) Steud.), 돌단풍(Mukdenia rossii (Oliv.) Koidz.) 4종류, Ⅲ등급은 물박달

나무(Betula davurica Pall.),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여로(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3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매자나무(Berberis koreana Palib.) 1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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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원산

  가. 개요

  중원산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과 단월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815m이다. 용문산·백

운봉·도일봉이 한데 모여 절경을 이루어 경기도의 금강산이라고 불린다. 주능선 왼쪽에는 용계

계곡, 오른쪽에는 중원폭포와 중원계곡이 흐른다. 수려한 계곡을 끼고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들어 가족산행지로 인기가 높다.

 양평군 기후는 연평균기온 11.5℃ 내외, 1월평균기온 －3.4℃ 내외, 8월평균기온 24.7℃ 내외

다. 연평균강수량은 1,238.2㎜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조사결과

  중원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3과 249속 396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산

앵도나무(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할미밀망(Clematis trichotoma 

Nakai), 진범(Aconitum pseudolaeve Nakai), 검팽나무(Celtis choseniana Nakai), 갈퀴아재비

(Asperula lasiantha Nakai), 금마타리(Patrinia saniculifolia Hemsl.),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9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말나리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검팽나무(Celtis choseniana Nakai), 두루미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Maxim.), 금마타리(Patrinia 

saniculifolia Hemsl.), 대구사초(Carex paxii Kük.) 7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

은 매화말발도리(Deutzia uniflora Shirai),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야광나무(Malus baccata (L.) Borkh.), 헛개나무(Hovenia dulcis Thunb.),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회나무(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선괭이눈(Chrysosplenium sinicum Maxim.), 말발도리(Deutzia parviflora Bunge),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물참대(Deutzia glabrata Kom.), 흰진범(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산돌배(Pyrus ussuriensis Maxim.), 검팽나무(Celtis choseniana Nakai), 두루미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노랑물봉선(Impatiens noli-tangere L.),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일월비비추(Hosta capitata (Koidz.) Nakai), 까치수염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민백제비꽃(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큰엉겅퀴(Cirsium pendulum Fisch. ex DC.), 산물통이(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오갈피나무(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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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Ⅱ등급은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미역줄나무(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Koch), 황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 피나물(Hylomecon vernalis Maxim.), 꿩의다리아재비(Caulophyllum 

robustum Maxim.), 붉은병꽃나무(Weigela florida (Bunge) A.DC.), 동자꽃(Weigela florida 

(Bunge) A.DC.), 민둥뫼제비꽃(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돌양지꽃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큰개현삼(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새끼꿩의비

름(Hylotelephium viviparum (Maxim.) H.Ohba),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13종류, Ⅲ등급

은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복자기(Acer triflorum Kom.),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개박달나무(Betula chinensis Maxim.), 산

앵도나무(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복장나무(Acer mandshuricum 

Maxim.), 앉은부채(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는쟁이냉이(Cardamine komarovii 

Nakai),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 Lem.), 개살구나무(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종

덩굴(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노루삼(Actaea asiatica H. Hara), 대구사초(Carex 

paxii Kük.), 좁쌀풀(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애기며느리밥풀

(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가는잎쐐기풀(Urtica angustifolia Fisch. ex 

Hornem.), 쐐기풀(Urtica thunbergiana Siebold & Zucc.),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Maxim.), 금마타리(Patrinia saniculifolia Hemsl.),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쥐다래

(Actinidia kolomikta (Maxim. & Rupr.) Maxim.) 24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층실사초(Carex remotiuscula Wahlenb.) 2종류, Ⅴ등급은 갈퀴아

재비(Asperula lasiantha Nakai) 1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소요산

  가. 개요

  소요산은 경기도 동두천시와 포천시 신북면에 걸쳐 있는 높이 587m의 산이다. 산세가 웅

장하지는 않으나 석영반암의 대암맥이 산능선에 병풍처럼 노출되어 성벽을 이루고 있는듯하

며, 경기소금강(京畿小金剛)이라고 할 만큼 경승지이다. 또한 소요산 하면 진달래·단풍·두견과 

폭포를 연상할 만큼 꽃과 단풍으로 알려진 산이다. 

 동두천시의 기후는 연평균기온 11.2℃ 내외, 1월평균기온 －4℃ 내외, 8월평균기온 24.5℃ 내

외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502.9㎜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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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결과

  소요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6과 201속 319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구상나무(Abies koreana E.H.Wilson), 오동나

무(Paulownia coreana Uyeki),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진범(Aconitum 

pseudolaeve Nakai), 할미밀망(Clematis trichotoma Nakai), 갈퀴아재비(Asperula lasiantha 

Nakai), 개나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8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주

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왕씀배(Prenanthes ochroleuca (Maxim.) Hemsl.), 구상

나무(Abies koreana E.H.Wilson),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도라지모시대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7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헛개나무(Hovenia dulcis Thunb.),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말발도리(Deutzia 

parviflora Bunge), 야광나무(Malus baccata (L.) Borkh.), 연복초(Adoxa moschatellina L.), 투구

꽃(Aconitum jaluense Kom.), 물참대(Deutzia glabrata Kom.), 흰진범(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산돌배(Pyrus ussuriensis Maxim.), 노랑물봉선(Impatiens noli-tangere 

L.), 큰꽃으아리(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여우오줌(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덤불쑥(Artemisia rubripes Nakai),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터리풀(Filipendula glaberrima Nakai), 산물통이(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쇠털이슬(Circaea cordata Royle) 21종류, Ⅱ등급은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찰피나무(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황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 민둥뫼제비꽃(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큰꼭두서니(Rubia chinensis Regel & Maack), 피나물(Hylomecon vernalis Maxim.), 꿩의

다리아재비(Caulophyllum robustum Maxim.),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Koch), 돌

단풍(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양지꽃(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피나

무(Tilia amurensis Rupr.), 미역줄나무(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큰개현

삼(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붉은병꽃나무(Weigela florida (Bunge) A.DC.) 16종

류, Ⅲ등급은 구상나무(Abies koreana E.H.Wilson),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개살구나무(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박달나무(Betula schmidtii Regel), 개박달나무(Be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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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nsis Maxim.),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 Lem.),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종덩굴(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복장나무(Acer mandshuricum 

Maxim.),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참여로(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여로(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15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등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2종류, Ⅴ등급은 갈퀴아재비(Asperula lasiantha Nakai) 1종

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화악산

  가. 개요

  화악산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北面)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史內面)의 경계에 있는 산으

로 높이는 1,468.3m이다. 동쪽의 응봉(鷹峰:1,436m), 서쪽의 국망봉(國望峰:1,168m)과 함께 

광주산맥(廣州山脈)의 주봉(主峰)을 이루며 경기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경기 5악 중 

으뜸으로 친다. 산의 서·남쪽 사면에서 각각 발원하는 물은 화악천을 이루며 이것은 가평천

의 주천(主川)이 되어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화악산의 서쪽으로는 석룡산(石龍山)과 도마치

(刀磨峙)로 연결되며, 남서쪽으로는 촛대봉과 홍적고개로 이어진다. 주능선에 오르면 춘천호

를 굽어볼 수 있으며, 중봉 정상에서는 남쪽으로는 애기봉과 수덕산, 남서쪽으로는 명지산을 

볼 수 있다.  

  가평군의 기후는 연평균기온 10.2℃ 내외, 1월평균기온 －5.5℃ 내외, 8월평균기온 23.8℃ 내

외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391.2㎜ 정도로 해에 따른 강수량의 변동률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전

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조사결과

  화악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5과 254속 413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병꽃나

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산

앵도나무(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키버들(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홀아비바람꽃(Anemone koraiensis Nakai), 점현호색(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구실바위취(Saxifraga octopetala Nakai), 할미밀망(Clematis trichotoma Nakai), 사창

분취(Saussurea calcicola Nakai), 금강초롱꽃(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금마타리

(Patrinia saniculifolia Hemsl.), 고려엉겅퀴(Cirsium setidens (Dunn) Nakai), 각시서덜취(Saussurea 

macrolepis (Nakai) Kitam.), 진범(Aconitum pseudolaeve Nakai),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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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eki) 15종류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닻꽃(Halenia corniculata (L.) Cornaz), 구실바

위취(Saxifraga octopetala Nakai),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 금붓꽃(Iris minutoaurea Makino), 금강초롱꽃(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산들깨(Mosla japonica (Benth.) Maxim.),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홀아비

바람꽃(Anemone koraiensis Nakai),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Maxim.),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태백제비꽃(Viola albida Palib.), 금강죽대아재비(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세잎종덩굴(Clematis koreana Kom.), 도깨비부채

(Rodgersia podophylla A. Gray),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나도개감채(Lloydia 

triflora (Ledeb.) Baker), 금마타리(Patrinia saniculifolia Hemsl.), 꽃개회나무(Syringa wolfii 

C.K.Schneid.), 과남풀(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귀박쥐나물

(Parasenecio auriculatus (DC.) J.R.Grant), 도라지모시대(Adenophora grandiflora Nakai), 토현

삼(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23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야광나무(Malus baccata (L.) Borkh.), 헛개나

무(Hovenia dulcis Thunb.),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 회나무(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물참대(Deutzia glabrata Kom.), 백당나무(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들메나무(Fraxinus mandshurica Rupr.),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말발도리(Deutzia parviflora Bunge), 금붓꽃(Iris minutoaurea 

Makino), 흰진범(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괴불나무(Lonicera maackii (Rupr.) 

Maxim.), 노랑물봉선(Impatiens noli-tangere L.), 박새(Veratrum oxysepalum Turcz.), 터리풀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털개회나무(Syringa patula (Palib.) Nakai), 큰꽃으아리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투구꽃(Aconitum jaluense Kom.), 덩굴별꽃(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고려엉겅퀴(Cirsium setidens (Dunn) Nakai), 산물통이(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오갈피나무(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홀아비꽃대(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민백제비꽃(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25종류, Ⅱ등급은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황벽

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Koch), 회목나무

(Euonymus pauciflorus Maxim.), 사스래나무(Betula ermanii Cham.), 나래회나무(Euonymus 

macropterus Rupr.), 마가목(Sorbus commixta Hedl.), 인가목(Rosa acicularis Lindl.), 매발톱나

무(Berberis amurensis Rupr.), 피나물(Hylomecon vernalis Maxim.), 돌단풍(Mukdenia ros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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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 Koidz.), 금괭이눈(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꿩의다리아재비(Caulophyllum robustum Maxim.), 붉은참반디(Sanicula rubriflora 

F.Schmidt ex Maxim.), 민눈양지꽃(Potentilla yokusaina Makino), 노랑제비꽃(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범꼬리(Bistorta manshuriensis (Petrov ex Kom.) Kom.), 금강죽대아재비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개시호(Bupleurum longiradiatum Turcz.),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두루미꽃(Maianthemum bifolium (L.) F.W.Schmidt), 

동자꽃(Lychnis cognata Maxim.), 곰취(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나도개감채(Lloydia triflora (Ledeb.) Baker), 홍괴불나무(Lonicera 

sachalinensis (F.Schmidt) Nakai var. stenophylla Nakai), 큰앵초(Primula jesoana Miq.), 붉은

병꽃나무(Weigela florida (Bunge) A.DC.), 돌양지꽃(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새끼

꿩의비름(Hylotelephium viviparum (Maxim.) H.Ohba), 둥근이질풀(Geranium koreanum Kom.) 

35종류, Ⅲ등급은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개살구나무(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산앵도

나무(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복장나무(Acer mandshuricum 

Maxim.), 참조팝나무(Spiraea fritschiana C.K.Schneid.), 개회나무(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Maxim.) H. Hara),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Trautv. ex Maxim.) Maxim.), 

시닥나무(Acer komarovii Pojark.), 여로(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거제수나무(Betula costata Trautv.), 청시닥나무(Acer barbinerve Maxim.),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는쟁이냉이(Cardamine komarovii Nakai),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Maxim.),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매발톱(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난티나무(Ulmus 

laciniata (Trautv.) Mayr), 점현호색(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나래박쥐나물

(Parasenecio auriculatus var. kamtschatica (Maxim.) H.Koyama), 쉬땅나무(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까치밥나무(Ribes mandshuricum (Maxim.) Kom.), 노루삼(Actaea 

asiatica H. Hara), 병조희풀(Clematis heracleifolia DC.), 부게꽃나무(Acer ukurunduense 

Trautv. & C.A.Mey.), 참여로(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세잎종덩굴(Clematis 

koreana Kom.), 눈개승마(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인가목조팝

(Spiraea chamaedryfolia L.), 당개지치(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ex Oliv.), 금마타리

(Patrinia saniculifolia Hemsl.), 개박달나무(Betula chinensis Maxim.),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 Lem.),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쥐다래(Actinidia kolomikta (Maxim. 

& Rupr.) Maxim.), 분버들(Salix rorida Laksch.), 개앵도나무(Ribes mandshuricu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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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glabrum (Kom.) Kitag.), 앉은부채(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40종류, Ⅳ등급

은 홀아비바람꽃(Anemone koraiensis Nakai), 구실바위취(Saxifraga octopetala Nakai), 회리바

람꽃(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산겨릅나무(Acer tegmentosum Maxim.), 사창분취

(Saussurea calcicola Nakai), 도깨비부채(Rodgersia podophylla A. Gray), 금강초롱꽃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각시괴불나무(Lonicera chrysantha Turcz. ex Ledeb.), 

꽃개회나무(Syringa wolfii C.K.Schneid.),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귀

박쥐나물(Parasenecio auriculatus (DC.) J.R.Grant), 토현삼(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12종

류, Ⅴ등급은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 닻꽃(Halenia corniculata (L.) Cornaz) 2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위한 3차년도 지역별 주요 산지 

조사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석성산, 부천시 원미산, 화성시 건달산, 남양주시 운길산, 김포시 

문수산, 광명시 구름산, 양주시 노고산, 양평군 중원산, 동두천시 소요산, 가평군 화악산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 대한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 10개소 전체에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총 108과 382속 737종이 분포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 한국특산식물은 17과 21속 23종이 출현하였다. 주요 출현종으로는 개나리, 은사시나무, 

구상나무, 병꽃나무, 사창분취, 고려엉겅퀴, 각시서덜취, 갈퀴아재비, 검팽나무, 금마타리, 

매자나무, 진범, 함미밀망, 홀아비바람꽃, 외대으아리, 키버들, 구실바위취, 서울제비꽃, 산

앵도나무, 금강초롱꽃, 오동나무, 점현호색, 회양목이었으며, 이는 전체 출현식물의 3%를 

차지하였다.

3. 희귀식물은 26과 32속 32종이 출현하였다. 각 분류군별 멸종위기종(CR)에 속한 출현식물

은 목련, 닻꽃 2종류, 위기종(EN)은 만주바람꽃, 구실바위취 2종류, 취약종(VR)은 주목, 

눈측백, 왕씀배, 산들깨, 왜박주가리, 금붓꽃, 금강초롱꽃 7종류, 약관심종(LC)은 구상나무, 

미치광이풀, 귀박쥐나물, 검팽나무, 금마타리, 이팝나무, 꽃개회나무, 너도바람꽃, 홀아비바

람꽃, 세잎종덩굴, 말나리, 금강죽대아재비, 나도개감채, 뻐꾹나리, 도깨비부채, 과남풀, 태

백제비꽃, 등칡, 두루미천남성 19종류, 자료부족종(DD)은 대구사초, 도라지모시대, 토현삼 

3종류이었다. 이는 전체 출현식물의 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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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96과 135속 167종이 출현하였다. Ⅰ등급은 비목나무, 백선, 야

광나무, 가래나무, 헛개나무, 덤불쑥, 여우오줌, 고려엉겅퀴, 큰엉겅퀴, 사철나무, 회나무, 

느릅나무, 시무나무, 검팽나무, 폭나무, 오갈피나무 들메나무, 털개회나무, 투구꽃, 큰꽃으

아리, 흰진범, 쇠털이슬, 민백미꽃, 왜박주가리, 박새, 일월비비추, 뻐꾹나리, 매화말발도리, 

말발도리, 선괭이눈, 물참대, 산괭이눈, 노랑물봉선, 금붓꽃, 삿갓사초, 덩굴별꽃, 산물통이, 

까치수염, 연복초, 백당나무, 괴불나무, 산돌배, 터리풀, 올벚남, 두루미천남성, 장구밤나무, 

홀아비꽃대, 회양목 48종류, Ⅱ등급은 주목, 전나무, 잣나무, 붉은병꽃나무, 곰취, 큰꼭두서

니, 미역줄나무, 회목나무, 나래회나무, 새끼꿩의비름, 범꼬리, 매발톱나무, 꿩의다리아재

비, 함박꽃나무, 금강죽대아재비, 나도개감채, 두루미꽃, 돌단풍, 금괭이눈, 붉은참반디, 개

시호, 동자꽃, 앵초, 큰앵초, 피나물, 오미자, 황벽나무, 홍괴불나무, 오리나무, 사스레나무, 

마가목, 인가목, 민눈양지꽃, 돌양지꽃, 꼬리조팝나무, 민둥뫼제비꽃, 노랑제비꽃, 등칡, 둥

근이질풀, 피나무, 찰피나무, 큰개현삼 42종류, Ⅲ등급은 큰꿩의비름, 향나무, 구상나무, 물

박달나무, 분비나무, 산벚나무, 미치광이풀, 나래박쥐나물, 난티나무, 쥐다래, 복자기, 복장

나무, 시닥나무, 청시닥나무, 부게꽃나무, 단풍나무, 금마타리, 좀작살나무, 이팝나무, 개회

나무, 매발톱, 너도바람꽃, 만주바람꽃, 종덩굴, 병조희풀, 노루삼, 세잎종덩굴, 외대으아리, 

여로, 말나리, 참여로, 분버들, 고광나무, 까치밥나무, 개앵도나무, 담상이삭풀, 대구사초, 

는쟁이냉이, 가는잎쐐기풀, 쐐기풀, 좁쌀풀, 박달나무, 개박달나무, 거제수나무, 개살구나

무, 참조팝나무, 쉬땅나무, 눈개승마, 인가목조팝나무, 속새, 당개지치, 산앵도나무, 앉은부

채, 새며느리밥풀, 금낭화, 점현호색 57종류, Ⅳ등급은 산복사나무, 사창분취, 귀박쥐나물, 

산겨릅나무, 매자나무, 꽃개회나무, 홀아비바람꽃, 회리바람꽃, 구실바위취, 도깨비부채, 층

실사초, 큰쐐기풀, 각시괴불나무, 금강초롱꽃, 등, 토현삼 16종류, Ⅴ등급은 눈측백, 갈퀴아

재비, 목련, 닻꽃 4종류이었다. 이는 전체 출현식물의 23%를 차지하였다.

5. 위의 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출현식물 중 한국특산식물 및 희귀식물, 식물

구계학적 특정식물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지역별 차이는 있

지만 주요 산지에 대한 생태계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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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조사지내 출현 식물종 현황

학 명 국 명 석성산 원미산 건달산 운길산 문수산 구름산 노고산 중원산 소요산 화악산

Pteridophyta 양치식물문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 ◎ ◎ ◎ ◎ ◎ ◎ ◎ ◎ ◎
Equisetum hyemale L. 속새 ◎
  Filicales 고사리목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 ◎ ◎ ◎ ◎ ◎ ◎ ◎ ◎ ◎
    Dennstaedtiaceae 잔고사리과
Lepisorus ussuriensis (Regel & Maack) Ching 산일엽초 ◎ ◎ ◎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 ◎ ◎ ◎ ◎ ◎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 ◎ ◎ ◎
Asplenium ruprechtii Sa.Kurata 거미고사리 ◎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 ◎ ◎ ◎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A. Heller

고사리 ◎

    Davalliaceae 넉줄고사리과
Davallia mariesii T.Moore ex Baker 넉줄고사리 ◎ ◎ ◎
    Aspidiaceae 면마과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 ◎ ◎ ◎ ◎ ◎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 ◎ ◎ ◎
Dryopteris varia (L.) Kuntze 족제비고사리 ◎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 ◎
    Selaginellaceae 부처손과
Selaginella rossii (Baker) Warb. 구실사리 ◎ ◎
    Lycopodiaceae 석송과
Lycopodium serratum Thunb. 뱀톱 ◎
    Ophioglossaceae 고사리삼과
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고사리삼 ◎ ◎
Gymnospermae 나자식물강
  Ginkgoales 은행목
    Ginkgoaceae 은행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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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iferales 구과목
    Pinaceae 소나무과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 ◎ ◎ ◎ ◎ ◎ ◎

Abies nephrolepis (Trautv. ex Maxim.) Maxim. 분비나무 ◎

Abies koreana E.H.Wilson 구상나무 ◎ ◎ ◎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 일본잎갈나무 ◎ ◎ ◎ ◎ ◎ ◎ ◎ ◎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 ◎ ◎ ◎ ◎ ◎ ◎ ◎ ◎ ◎

Pinus strobus L. 스트로브잣나무 ◎ ◎ ◎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 ◎ ◎ ◎ ◎ ◎ ◎ ◎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 ◎ ◎ ◎ ◎ ◎ ◎ ◎ ◎ ◎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편백 ◎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 ◎ ◎ ◎ ◎ ◎ ◎ ◎ ◎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 ◎

Thuja koraiensis Nakai 눈측백 ◎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 ◎ ◎ ◎ ◎ ◎ ◎

Angiospermae 피자식물강
   Pandanales 부들목
    Typhaceae 부들과
Typha orientalis C.Presl 부들 ◎
  Graminales 벼목
    Gramineae 벼과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 ◎ ◎ ◎ ◎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 ◎ ◎ ◎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솜대 ◎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 ◎ ◎ ◎ ◎ ◎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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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ex Nakai

이대 ◎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 ◎ ◎ ◎ ◎ ◎ ◎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 ◎ ◎ ◎ ◎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 ◎ ◎ ◎ ◎ ◎ ◎ ◎ ◎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 ◎ ◎ ◎

Microstegium vimineum (Trin.) A.Camus 나도바랭이새 ◎ ◎ ◎ ◎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 ◎ ◎ ◎ ◎ ◎ ◎ ◎ ◎ ◎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 ◎ ◎ ◎ ◎ ◎ ◎ ◎ ◎ ◎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 ◎ ◎ ◎ ◎ ◎ ◎ ◎ ◎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돌피 ◎ ◎ ◎ ◎ ◎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 ◎ ◎ ◎ ◎ ◎ ◎ ◎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 ◎ ◎ ◎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 ◎ ◎ ◎ ◎ ◎ ◎ ◎ ◎ ◎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 ◎ ◎ ◎ ◎ ◎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 ◎ ◎ ◎ ◎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 ◎ ◎ ◎ ◎ ◎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 ◎ ◎ ◎

Alopecurus aequalis Sobol. 뚝새풀 ◎ ◎ ◎ ◎

Phleum pratense L. 큰조아재비 ◎

Brachyelytrum erectum var. japonicum Hack. 담상이삭풀 ◎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 ◎ ◎
Festuca ovina L. 김의털 ◎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참억새 ◎ ◎
Stipa pekinensis Hance 나래새 ◎ ◎ ◎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 기름새 ◎ ◎ ◎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겨이삭 ◎
Digitaria violascens Link 민바랭이 ◎
Isachne globosa (Thunb.) Kuntze 기장대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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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laris arundinacea L. 갈풀 ◎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

Calamagrostis epigeios (L.) Roth 산조풀 ◎

Agrostis clavata Trin. 산겨이삭 ◎

Phragmites japonica Steud. 달뿌리풀 ◎

Molinia japonica Hack. 진퍼리새 ◎

    Cyperaceae 사초과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 ◎ ◎ ◎ ◎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 ◎ ◎ ◎ ◎ ◎ ◎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 ◎ ◎ ◎ ◎ ◎ ◎ ◎ ◎

Carex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 ◎ ◎ ◎ ◎

Carex maximowiczii Miq. 왕비늘사초 ◎

Carex paxii Kuk. 대구사초 ◎

Carex laevissima Nakai 애괭이사초 ◎

Carex remotiuscula Wahlenb. 층실사초 ◎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 ◎ ◎ ◎ ◎ ◎

Carex breviculmis R.Br. 청사초 ◎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 ◎ ◎ ◎ ◎ ◎ ◎ ◎

Carex dispalata Boott 삿갓사초 ◎

Carex bostrychostigma Maxim. 길뚝사초 ◎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 ◎ ◎ ◎ ◎

Carex neurocarpa Maxim. 괭이사초 ◎ ◎

Carex dimorpholepis Steud. 이삭사초 ◎

  Arales 천남성목
    Lemnaceae 천남성과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앉은부채 ◎ ◎ ◎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 천남성 ◎ ◎ ◎ ◎ ◎

Arisaema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 ◎ ◎ ◎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두루미천남성 ◎ ◎ ◎ ◎ ◎

Arisaema amurense Maxim. 둥근잎천남성 ◎



- 73 -

< 부록 1. > 조사지내 출현 식물종 현황(계속)

학 명 국 명 석성산 원미산 건달산 운길산 문수산 구름산 노고산 중원산 소요산 화악산

  Farinales 분질배유목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Tradescantia spathacea Sw. 자주달개비 ◎ ◎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 ◎ ◎ ◎ ◎ ◎ ◎ ◎ ◎ ◎

Streptolirion volubile Edgew. 덩굴닭의장풀 ◎ ◎ ◎ ◎

  LiLiales 백합목
    Juncaceae 골풀과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꿩의밥 ◎ ◎ ◎ ◎ ◎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 ◎ ◎ ◎ ◎ ◎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 ◎ ◎ ◎ ◎ ◎ ◎ ◎ ◎ ◎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 ◎ ◎ ◎ ◎ ◎ ◎ ◎ ◎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 ◎ ◎ ◎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 ◎ ◎ ◎ ◎ ◎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 ◎ ◎ ◎ ◎ ◎ ◎ ◎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 ◎ ◎ ◎ ◎ ◎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얼레지 ◎ ◎ ◎ ◎ ◎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여로 ◎ ◎ ◎ ◎ ◎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 ◎ ◎ ◎ ◎ ◎ ◎ ◎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 ◎ ◎ ◎ ◎ ◎ ◎ ◎ ◎ ◎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 ◎ ◎ ◎ ◎ ◎ ◎ ◎ ◎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 ◎ ◎ ◎ ◎

Smilacina japonica A.Gary 풀솜대 ◎ ◎ ◎ ◎ ◎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 ◎ ◎ ◎ ◎ ◎ ◎ ◎ ◎ ◎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굴레 ◎ ◎ ◎ ◎

Paris verticillata M.Bieb. 삿갓나물 ◎ ◎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말나리 ◎ ◎ ◎ ◎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 ◎ ◎ ◎ ◎ ◎ ◎ ◎

Gagea lutea (L.) Ker Gawl. 중의무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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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 ◎ ◎ ◎ ◎

Allium monanthum Maxim. 달래 ◎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 ◎ ◎ ◎ ◎ ◎ ◎ ◎ ◎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 ◎ ◎ ◎ ◎ ◎ ◎ ◎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 ◎ ◎ ◎ ◎ ◎ ◎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 ◎ ◎ ◎ ◎ ◎ ◎ ◎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금강죽대아재비 ◎

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참여로 ◎ ◎

Veratrum oxysepalum Turcz. 박새 ◎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

Maianthemum bifolium (L.) F.W.Schmidt 두루미꽃 ◎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 ◎ ◎ ◎ ◎

Hosta capitata (Koidz.) Nakai 일월비비추 ◎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 ◎ ◎ ◎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 ◎ ◎ ◎ ◎

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 부추 ◎

Tricyrtis macropoda Miq. 뻐꾹나리 ◎

    Amaryllidaceae 수선화과
Lycoris squamigera Maxim. 상사화 ◎ ◎

Lycoris radiata (L'Her.) Herb. 석산 ◎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 ◎ ◎ ◎ ◎ ◎ ◎ ◎

Dioscorea tokoro Makino ex Miyabe 도꼬로마 ◎ ◎ ◎ ◎ ◎ ◎

Dioscorea nipponica Makino 부채마 ◎ ◎ ◎ ◎ ◎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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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daceae 붓꽃과
Iris minutoaurea Makino 금붓꽃 ◎ ◎ ◎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 ◎ ◎ ◎ ◎ ◎ ◎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 ◎ ◎ ◎

  Orchidales 난초목
    Orchidaceae 난초과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 ◎ ◎ ◎
Platanthera mandarinorum var. brachycentron 
(Franch. & Sav.) Koidz. ex Ohwi

산제비란 ◎

Liparis kumokiri F.Maek. 옥잠난초 ◎

Amitostigma gracile (Blume) Schltr. 병아리난초 ◎

  Campanulales 초롱꽃목
    Compositae 국화과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 ◎ ◎ ◎ ◎

Artemisia princeps Pamp. 쑥 ◎ ◎ ◎ ◎ ◎ ◎ ◎ ◎ ◎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 ◎ ◎ ◎ ◎ ◎ ◎ ◎ ◎

Carpesium divaricatum Siebold & Zucc. 긴담배풀 ◎ ◎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 ◎ ◎ ◎ ◎ ◎ ◎ ◎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 ◎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 ◎ ◎ ◎ ◎ ◎ ◎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 ◎ ◎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 ◎ ◎ ◎ ◎ ◎ ◎ ◎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 ◎ ◎ ◎ ◎ ◎ ◎ ◎ ◎ ◎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 ◎ ◎ ◎ ◎ ◎ ◎ ◎ ◎ ◎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 ◎ ◎ ◎ ◎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 ◎ ◎ ◎ ◎ ◎ ◎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 ◎ ◎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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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 ◎ ◎ ◎

Saussurea grandifolia Maxim. 서덜취 ◎ ◎
Parasenecio auriculatus var. kamtschatica 
(Maxim.) H.Koyama

나래박쥐나물 ◎

Parasenecio auriculatus var. matsumurana 
Nakai

박쥐나물 ◎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 ◎ ◎ ◎ ◎ ◎

Artemisia rubripes Nakai 덤불쑥 ◎ ◎

Leibnitzia anandria (L.) Turcz. 솜나물 ◎ ◎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 ◎ ◎ ◎ ◎ ◎ ◎ ◎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 ◎ ◎ ◎ ◎ ◎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 ◎ ◎ ◎ ◎ ◎ ◎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 ◎ ◎ ◎ ◎ ◎ ◎ ◎ ◎
Ixeris strigosa (H.Lev. & Vaniot) J.H.Pak 
& Kawano

선씀바귀 ◎ ◎ ◎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민들레 ◎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 ◎ ◎

Aster scaber Thunb. 참취 ◎ ◎ ◎ ◎ ◎ ◎ ◎ ◎ ◎

Ixeridium dentatum (Thunb.) Tzvelev 씀바귀 ◎ ◎
Crepidiastrum chelidoniifolium (Makino) 
Pak & Kawano

까치고들빼기 ◎ ◎ ◎

Saussurea calcicola Nakai 사창분취 ◎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곰취 ◎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 ◎ ◎ ◎ ◎ ◎ ◎ ◎ ◎ ◎

Taraxacum ohwianum Kitam. 산민들레 ◎

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여우오줌 ◎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 ◎ ◎ ◎ ◎ ◎ ◎ ◎ ◎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 ◎ ◎ ◎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 ◎



- 77 -

< 부록 1. > 조사지내 출현 식물종 현황(계속)

학 명 국 명 석성산 원미산 건달산 운길산 문수산 구름산 노고산 중원산 소요산 화악산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 ◎ ◎ ◎ ◎ ◎ ◎ ◎ ◎ ◎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 ◎ ◎ ◎ ◎ ◎ ◎ ◎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 ◎ ◎ ◎

Eupatorium rugosum Houtt. 서양등골나물 ◎ ◎ ◎ ◎ ◎

Prenanthes ochroleuca (Maxim.) Hemsl. 왕씀배 ◎ ◎

Carduus crispus L. 지느러미엉겅퀴 ◎

Ixeris stolonifera A. Gray 좀씀바귀 ◎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 ◎ ◎ ◎ ◎ ◎ ◎ ◎
Ixeridium dentatum f. albiflora (Makino) 
H. Hara

흰씀바귀 ◎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 ◎ ◎ ◎ ◎ ◎ ◎ ◎

Solidago serotina Aiton 미국미역취 ◎

Chrysogonum virginianum L. 오공국화 ◎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 ◎ ◎ ◎ ◎

Artemisia capillaris Thunb. 사철쑥 ◎

Artemisia gmelinii Weber ex Stechm. 더위지기 ◎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 ◎ ◎ ◎ ◎ ◎ ◎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 ◎ ◎ ◎ ◎ ◎ ◎ ◎ ◎
Eupatorium makinoi var. oppisitifolium 
(Koidz.) Kawahara & Yahara

벌등골나물 ◎ ◎ ◎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 ◎ ◎ ◎ ◎ ◎ ◎ ◎ ◎ ◎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 ◎ ◎ ◎ ◎ ◎

Picris hieracioides var. koreana Kitam. 쇠서나물 ◎ ◎ ◎ ◎ ◎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 ◎ ◎ ◎ ◎ ◎ ◎

Lactuca raddeana Maxim. 산씀바귀 ◎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 ◎ ◎ ◎ ◎ ◎ ◎

Cirsium setidens (Dunn) Nakai 고려엉겅퀴 ◎

Saussurea macrolepis (Nakai) Kitam. 각시서덜취 ◎

Hieracium umbellatum L. 조밥나물 ◎ ◎

Lactuca triangulata Maxim. 두메고들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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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 ◎ ◎ ◎ ◎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 ◎ ◎ ◎ ◎ ◎ ◎ ◎

Artemisia dubia Wall. 참쑥 ◎ ◎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 ◎ ◎ ◎ ◎

Sonchus brachyotus DC. 사데풀 ◎ ◎ ◎

Artemisia japonica Thunb. 제비쑥 ◎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큰엉겅퀴 ◎ ◎

Artemisia feddei H.Lev. & Vaniot 뺑쑥 ◎

Artemisia montana (Nakai) Pamp. 산쑥 ◎

Parasenecio auriculatus (DC.) J.R.Grant 귀박쥐나물 ◎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구절초 ◎ ◎ ◎ ◎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 ◎ ◎ ◎ ◎

Tephroseris kirilowii (Turcz. ex DC.) 
Holub

솜방망이 ◎

Aster incisus Fisch. 가새쑥부쟁이 ◎ ◎ ◎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

Aster yomena (Kitam.) Honda 쑥부쟁이 ◎

    Campanulaceae 초롱꽃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잔대 ◎ ◎ ◎ ◎ ◎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금강초롱꽃 ◎

Campanula punctata Lam. 초롱꽃 ◎ ◎ ◎ ◎

Asyneuma japonicum (Miq.) Briq. 영아자 ◎ ◎ ◎ ◎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도라지모시대 ◎ ◎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 ◎ ◎ ◎

  Plantaginales 질경이목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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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sacales 산토끼꽃목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 ◎ ◎ ◎ ◎ ◎ ◎ ◎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 ◎ ◎ ◎ ◎ ◎ ◎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 ◎ ◎ ◎ ◎ ◎ ◎ ◎ ◎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 ◎ ◎ ◎ ◎ ◎ ◎ ◎ ◎ ◎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 ◎ ◎ ◎ ◎ ◎ ◎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백당나무 ◎ ◎ ◎ ◎

Lonicera maackii (Rupr.) Maxim. 괴불나무 ◎ ◎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 ◎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 ◎ ◎ ◎ ◎ ◎

Viburnum arlesii Hemsl. 분꽃나무 ◎

Lonicera chrysantha Turcz. ex Ledeb. 각시괴불나무 ◎
Lonicera sachalinensis (F.Schmidt) Nakai 
var. stenophylla Nakai

홍괴불나무 ◎

    Valerianaceae 마타리과
Valeriana fauriei Briq. 쥐오줌풀 ◎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 ◎ ◎ ◎ ◎ ◎ ◎ ◎

Patrinia saniculifolia Hemsl. 금마타리 ◎ ◎

Patrinia scabiosifolia Fisch. ex Trevir. 마타리 ◎ ◎

    Adoxaceae 연복초과
Adoxa moschatellina L. 연복초 ◎ ◎

  Cucurbitales 박목
    Cucurbitaceae 박과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 ◎ ◎

  Piperales 후추목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아비꽃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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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ulales 앵초목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 ◎ ◎ ◎ ◎ ◎ ◎ ◎ ◎ ◎

Androsace umbellata (Lour.) Merr. 봄맞이 ◎ ◎

Primula sieboldii E.Morren 앵초 ◎

Primula jesoana Miq. 큰앵초 ◎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염 ◎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좁쌀풀 ◎ ◎

  Juglandales 가래나무목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 ◎ ◎ ◎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굴피나무 ◎ ◎

  Salicales 버드나무목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caprea L. 호랑버들 ◎ ◎ ◎ ◎

Salix gracilistyla Miq. 갯버들 ◎ ◎ ◎ ◎

Salix koreensis Ander sson 버드나무 ◎ ◎ ◎ ◎ ◎ ◎ ◎ ◎

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키버들 ◎

Populus davidiana DODE 사시나무 ◎

Populus tomentiglandulosa T. LEE 은사시나무 ◎ ◎ ◎ ◎ ◎

Salix rorida Laksch. 분버들 ◎

  Fagales 참나무목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sibirica Fisch.ex Turcz. 물오리나무 ◎ ◎ ◎ ◎ ◎ ◎ ◎ ◎ ◎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 ◎ ◎ ◎ ◎ ◎ ◎ ◎ ◎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 ◎ ◎ ◎ ◎ ◎ ◎ ◎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 ◎ ◎ ◎ ◎ ◎ ◎ ◎

Corylus sieboldiana Blume 참개암나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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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 ◎

Betula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 ◎ ◎ ◎

Betula chinensis Maxim. 개박달나무 ◎ ◎ ◎ ◎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 ◎ ◎ ◎ ◎

Betula costata Trautv. 거제수나무 ◎

Betula ermanii Cham. 사스래나무 ◎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 Hara 자작나무 ◎

Quercu s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 ◎ ◎ ◎ ◎ ◎ ◎ ◎ ◎ ◎

Quercu saliena Blume 갈참나무 ◎ ◎ ◎ ◎ ◎ ◎ ◎ ◎ ◎

Quercu sdentata Thunb. 떡갈나무 ◎ ◎ ◎ ◎ ◎ ◎ ◎ ◎ ◎

Quercu smongolica Fisch.ex Ledeb. 신갈나무 ◎ ◎ ◎ ◎ ◎ ◎ ◎ ◎ ◎ ◎

Quercu sserrata Murray 졸참나무 ◎ ◎ ◎ ◎ ◎ ◎ ◎ ◎

Quercu s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 ◎ ◎ ◎ ◎ ◎ ◎ ◎ ◎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 ◎ ◎ ◎ ◎ ◎ ◎ ◎ ◎ ◎

  Urticales 쐐기풀목
    Ulmaceae 느릅나무과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 ◎ ◎ ◎ ◎ ◎ ◎ ◎

Celtis choseniana Nakai 검팽나무 ◎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 ◎ ◎ ◎ ◎ ◎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 ◎ ◎ ◎ ◎ ◎ ◎ ◎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 ◎

Ulmus laciniata (Trautv.) Mayr 난티나무 ◎

Celtis biondii Pamp. 폭나무 ◎ ◎ ◎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시무나무 ◎ ◎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 ◎ ◎ ◎ ◎ ◎ ◎ ◎ ◎

Morus alba L. 뽕나무 ◎ ◎ ◎ ◎ ◎ ◎

Fatoua villosa (Thunb.) Nakai 뽕모시풀 ◎

    Schisandraceae 오미자과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오미자 ◎



- 82 -

< 부록 1. > 조사지내 출현 식물종 현황(계속)

학 명 국 명 석성산 원미산 건달산 운길산 문수산 구름산 노고산 중원산 소요산 화악산

    Cannabin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Zucc. 환삼덩굴 ◎ ◎ ◎ ◎ ◎ ◎ ◎ ◎ ◎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 ◎ ◎ ◎ ◎ ◎ ◎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 ◎ ◎ ◎ ◎ ◎ ◎ ◎ ◎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Sav. 개모시풀 ◎ ◎ ◎ ◎ ◎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 ◎ ◎ ◎

Urtica angustifolia Fisch. ex Hornem. 가는잎쐐기풀 ◎

Urtica thunbergiana Siebold & Zucc. 쐐기풀 ◎ ◎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 ◎ ◎ ◎ ◎ ◎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물통이 ◎ ◎ ◎

Girardinia cuspidata Wedd. 큰쐐기풀 ◎

  Santalales 단향목
    Loranthaceae 겨우살이과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 Ohwi 겨우살이

  Polygonales 마디풀목
    Polygonaceae 마디풀과
Rumex japonicus Houtt. 참소리쟁이 ◎ ◎

Rumex acetosa L. 수영 ◎ ◎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Zucc.) H.Gross 고마리 ◎ ◎ ◎ ◎ ◎ ◎ ◎ ◎ ◎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 ◎ ◎ ◎ ◎ ◎ ◎ ◎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 ◎ ◎ ◎ ◎ ◎ ◎ ◎

Persicariadissitiflora (Hemsl.) H.Gross ex Mori 가시여뀌 ◎ ◎ ◎ ◎

Persicaria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 ◎ ◎ ◎ ◎ ◎

Aconogonon alpinum (All.) Schur 싱아 ◎

Fallopia dentatoalata (F.Schmidt) Holub 큰닭의덩굴 ◎ ◎ ◎
Bistorta manshuriensis (Petrov ex Kom.) 
Kom.

범꼬리 ◎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 ◎ ◎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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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 ◎ ◎ ◎ ◎ ◎ ◎ ◎ ◎ ◎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미꾸리낚시 ◎ ◎ ◎

Rum excrispus L. 소리쟁이 ◎ ◎ ◎ ◎ ◎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 ◎ ◎ ◎ ◎ ◎

Persicaria pubescens (Blume) H.Hara 바보여뀌 ◎ ◎ ◎ ◎ ◎ ◎ ◎

Persicaria lapathifolia f. alba Y.N.Lee 흰명아주여뀌 ◎ ◎ ◎ ◎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 ◎

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 Hara 장대여뀌 ◎ ◎

Fallopia forbesii (Hance) K.Yonekura & Ohashi 감절대 ◎

Persicaria nepalensis (Meisn.) H.Gross 산여뀌 ◎

  Centrospermales 중심자목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 ◎ ◎ ◎ ◎

    Caryophyllaceae 석죽과
Pseudostellaria davidii (Franch.) Pax 덩굴개별꽃 ◎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 ◎ ◎ ◎ ◎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 ◎ ◎ ◎ ◎ ◎ ◎

Lychnis cognata Maxim. 동자꽃 ◎ ◎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 ◎

Dianthus chinensis L. 패랭이꽃 ◎ ◎

Silene firma Siebold&Zucc. 장구채 ◎ ◎ ◎ ◎ ◎ ◎ ◎ ◎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 ◎ ◎ ◎ ◎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 ◎ ◎ ◎ ◎ ◎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 ◎ ◎ ◎ ◎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 ◎ ◎ ◎ ◎ ◎ ◎ ◎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 ◎ ◎ ◎ ◎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 ◎ ◎ ◎ ◎ ◎

Gypsophila oldhamiana Miq. 대나물 ◎

    Buxaceae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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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 ◎ ◎ ◎ ◎ ◎ ◎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 ◎ ◎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 ◎ ◎ ◎ ◎ ◎ ◎ ◎

Amaranthus retroflexus L. 털비름 ◎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 ◎ ◎ ◎ ◎

  Ranales 미나리아재비목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 ◎ ◎ ◎ ◎ ◎ ◎ ◎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 ◎ ◎ ◎

Magnolia kobus DC. 목련 ◎ ◎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

Liriodendron tulipifera L. 백합나무 ◎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 ◎ ◎ ◎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 ◎ ◎ ◎ ◎ ◎ ◎ ◎ ◎ ◎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 ◎ ◎ ◎ ◎ ◎ ◎ ◎ ◎ ◎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 ◎ ◎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 ◎ ◎ ◎

Clematis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 ◎ ◎

Anemone raddeana Regel 꿩의바람꽃 ◎ ◎ ◎ ◎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 ◎ ◎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 ◎ ◎ ◎ ◎ ◎ ◎ ◎ ◎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큰꽃으아리 ◎ ◎ ◎ ◎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꿩의다리 ◎ ◎ ◎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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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nthis stellata Maxim. 너도바람꽃 ◎ ◎ ◎ ◎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복수초 ◎ ◎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만주바람꽃 ◎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 ◎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종덩굴 ◎ ◎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흰진범 ◎ ◎ ◎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눈빛승마 ◎ ◎ ◎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 ◎ ◎ ◎ ◎

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회리바람꽃 ◎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 ◎ ◎ ◎ ◎ ◎ ◎

Clematis heracleifolia DC. 병조희풀 ◎

Actaea asiatica H. Hara 노루삼 ◎ ◎

Clematis koreana Kom. 세잎종덩굴 ◎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 ◎ ◎ ◎

Ranunculus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

Clematis heracleifolia var. davidiana Hemsl. 자주조희풀 ◎ ◎ ◎ ◎

Aconitum ciliare DC. 놋젓가락나물 ◎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Caulophyllum robustum Maxim. 꿩의다리아재비 ◎ ◎ ◎

Berberis amurensis Rupr. 매발톱나무 ◎ ◎

Berberis koreana Palib. 매자나무 ◎ ◎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 ◎ ◎ ◎ ◎ ◎ ◎ ◎

    Menispermaceae 방기과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 ◎ ◎ ◎ ◎ ◎ ◎ ◎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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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stolochiales 쥐방울덩굴목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 ◎ ◎ ◎ ◎ ◎ ◎ ◎

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무늬족도리풀 ◎ ◎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

  Parietales 측막태좌목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 ◎ ◎ ◎ ◎ ◎ ◎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 개다래 ◎ ◎ ◎ ◎

Actinidia kolomikta (Maxim. & Rupr.) Maxim. 쥐다래 ◎ ◎

    Hypericace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 ◎ ◎ ◎ ◎ ◎ ◎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 ◎ ◎ ◎

Hypericum japonicum Thunb. 애기고추나물 ◎

  Papaverales 양귀비목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 ◎ ◎ ◎ ◎ ◎ ◎ ◎ ◎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 ◎ ◎ ◎ ◎ ◎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 ◎ ◎ ◎ ◎ ◎ ◎ ◎ ◎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조선현호색 ◎ ◎ ◎ ◎ ◎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 ◎ ◎ ◎ ◎ ◎ ◎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 ◎ ◎ ◎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점현호색 ◎

Corydalis ternata (Nakai) Nakai 들현호색 ◎

Corydalis pallida (Thunb.) Pers. 괴불주머니 ◎ ◎

Corydalis pauciovulata Ohwi 선괴불주머니 ◎ ◎ ◎ ◎

    Cruciferae 십자화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 ◎ ◎ ◎ ◎ ◎ ◎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 ◎ ◎ ◎ ◎ ◎ ◎ ◎ ◎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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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ba nemorosa L. 꽃다지 ◎ ◎ ◎ ◎ ◎ ◎ ◎ ◎

Cardamine komarovii Nakai 는쟁이냉이 ◎ ◎ ◎

Cardamine fallax L. 좁쌀냉이 ◎ ◎ ◎ ◎

Cardamine impatiens L. 싸리냉이 ◎ ◎

Arabis gemmifera (Matsum.) Makino 산장대 ◎

Arabis glabra Bernh. 장대나물 ◎ ◎ ◎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 ◎ ◎ ◎

Thlaspi arvense L. 말냉이 ◎
Barbarea orthoceras Ledeb. 나도냉이 ◎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
  Rosales 장미목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 ◎ ◎ ◎ ◎ ◎ ◎ ◎

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Ohba 큰꿩의비름 ◎ ◎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초 ◎ ◎ ◎ ◎

Hylotelephium erythrostictum (Miq.) H.Ohba 꿩의비름 ◎

Sedum polytr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 ◎ ◎ ◎

Hylotelephium viviparum (Maxim.) H.Ohba 새끼꿩의비름 ◎ ◎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 ◎ ◎ ◎ ◎ ◎ ◎ ◎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 ◎ ◎ ◎ ◎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 ◎ ◎ ◎ ◎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 ◎ ◎ ◎ ◎ ◎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애기괭이눈 ◎ ◎ ◎ ◎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 ◎ ◎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Siebold & Zucc.) E.H.Wilson

산수국 ◎ ◎ ◎ ◎

Chrysosplenium sinicum Maxim. 선괭이눈 ◎
Deutzia glabrata Kom. 물참대 ◎ ◎ ◎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 ◎ ◎ ◎ ◎ ◎
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산괭이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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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ysospleniu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금괭이눈 ◎ ◎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 ◎ ◎ ◎ ◎ ◎ ◎ ◎ ◎

Saxifraga octopetala Nakai 구실바위취 ◎

Ribes mandshuricum (Maxim.) Kom. 까치밥나무 ◎

Rodgersia podophylla A. Gray 도깨비부채 ◎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Engl. 
& Irmsch.) Nakai

바위떡풀 ◎

Ribes mandshuricum f. subglabrum (Kom.) Kitag. 개앵도나무 ◎

Hydrangea paniculata Siebold    나무수국 ◎

    Rosaceae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 ◎ ◎ ◎ ◎ ◎ ◎ ◎ ◎ ◎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 ◎ ◎ ◎ ◎ ◎ ◎ ◎ ◎ ◎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 ◎ ◎ ◎ ◎ ◎ ◎ ◎ ◎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 ◎ ◎ ◎ ◎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 매실나무 ◎ ◎ ◎ ◎

Pyracantha angustifolia (Franch.) C.K.Schneid. 좁은잎피라칸타 ◎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 ◎ ◎ ◎ ◎ ◎ ◎ ◎ ◎ ◎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 ◎ ◎ ◎ ◎ ◎ ◎ ◎ ◎ ◎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 ◎ ◎ ◎ ◎ ◎ ◎ ◎ ◎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 ◎ ◎ ◎ ◎ ◎ ◎ ◎ ◎ ◎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 ◎ ◎ ◎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 ◎ ◎ ◎ ◎ ◎

Prunus padus L. 귀룽나무 ◎ ◎ ◎ ◎ ◎ ◎ ◎ ◎ ◎ ◎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 ◎ ◎ ◎ ◎ ◎ ◎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 ◎ ◎ ◎ ◎ ◎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 ◎ ◎ ◎ ◎ ◎ ◎ ◎ ◎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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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ea fritschiana C.K.Schneid. 참조팝나무 ◎

Sorbus commixta Hedl. 마가목 ◎ ◎ ◎

Rosa acicularis Lindl. 인가목 ◎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 ◎ ◎ ◎ ◎ ◎ ◎ ◎ ◎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 ◎ ◎ ◎ ◎ ◎ ◎ ◎ ◎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 ◎ ◎ ◎ ◎ ◎ ◎ ◎

Prunus davidiana (Carriire) Franch. 산복사나무 ◎ ◎ ◎ ◎ ◎ ◎ ◎ ◎ ◎

Geum aleppicum Jacq. 큰뱀무 ◎ ◎ ◎

Pyrus ussuriensis Maxim. 산돌배 ◎ ◎ ◎ ◎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 ◎ ◎ ◎ ◎ ◎ ◎ ◎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쉬땅나무 ◎

Potentilla yokusaina Makino 민눈양지꽃 ◎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 ◎ ◎ ◎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 ◎ ◎ ◎ ◎ ◎ ◎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이스라지 ◎ ◎ ◎ ◎ ◎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K.Schneid.) Rehder 콩배나무 ◎

Kerria japonica f. pleniflora (Witte) Rehder 죽단화 ◎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 ◎ ◎ ◎ ◎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터리풀 ◎ ◎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눈개승마 ◎ ◎

Spiraea chamaedryfolia L. 인가목조팝나무 ◎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돌양지꽃 ◎ ◎ ◎ ◎

Potentilla chinensis Ser. 딱지꽃 ◎

Prunus armeniaca L. 살구나무 ◎

Rubus fruticosus L. 서양산딸기 ◎

Spiraea japonica L.f. 일본조팝나무 ◎
Prunus pendula f. ascendens (Makino) Kitam. 올벚나무 ◎

Spiraea salicifolia L. 꼬리조팝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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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 ◎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 ◎ ◎ ◎ ◎ ◎ ◎ ◎ ◎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 ◎ ◎ ◎ ◎ ◎ ◎ ◎ ◎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 ◎ ◎ ◎ ◎ ◎ ◎ ◎ ◎ ◎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 ◎ ◎ ◎ ◎ ◎ ◎ ◎ ◎ ◎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 ◎ ◎ ◎ ◎ ◎ ◎ ◎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 ◎ ◎ ◎ ◎ ◎ ◎ ◎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 ◎ ◎ ◎ ◎ ◎ ◎ ◎ ◎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 ◎ ◎ ◎ ◎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 ◎ ◎ ◎ ◎ ◎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 ◎ ◎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 ◎ ◎ ◎ ◎ ◎ ◎ ◎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 ◎ ◎ ◎ ◎ ◎ ◎ ◎ ◎

Desmodium oldhami Oliv. 큰도둑놈의갈고리 ◎ ◎ ◎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 ◎ ◎ ◎ ◎

Vicia venosa var. albiflora (Turcz.) Maxim. 큰네잎갈퀴 ◎

Gleditsia japonica Miq. 주엽나무 ◎

Sophora flavescens Aiton 고삼 ◎ ◎ ◎ ◎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 ◎ ◎ ◎ ◎ ◎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subsp. (Benth.) H.Ohashi

새콩 ◎ ◎ ◎ ◎ ◎ ◎ ◎ ◎

Indigofera amblyantha Craib 큰낭아초 ◎ ◎ ◎

Medicago sativa L. 자주개자리 ◎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 ◎ ◎ ◎ ◎ ◎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 ◎ ◎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 ◎ ◎ ◎ ◎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
Desmodium podocarpum DC. 개도둑놈의갈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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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 ◎ ◎ ◎ ◎ ◎ ◎

Vicia amoena Fisch. ex DC. 갈퀴나물 ◎

Vigna nakashimae (Ohwi) Ohwi & H.Ohashi 좀돌팥 ◎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Ohwi & H.Ohashi

새팥 ◎

Rhynchosia volubilis Lour. 여우콩 ◎

    Platanaceae 버즘나무과
Platanus occidentalis L. 양버즘나무 ◎

  Geraniales 쥐손이풀목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 ◎ ◎ ◎ ◎ ◎ ◎ ◎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 ◎ ◎ ◎

Oxalis stricta L. 선괭이밥 ◎ ◎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 ◎ ◎ ◎ ◎ ◎

Geranium koreanum Kom. 둥근이질풀 ◎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 ◎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 ◎ ◎ ◎ ◎ ◎ ◎ ◎ ◎ ◎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 ◎ ◎

Acalypha australis L. 깨풀 ◎ ◎ ◎ ◎ ◎

Phyllanthus ussuriensis Rupr. & Maxim. 여우주머니 ◎

    Meliaceae 멀구슬나무과
Cedrela sinensis Juss. 참죽나무 ◎

  Ericales 진달래목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 ◎ ◎ ◎ ◎ ◎ ◎ ◎ ◎ ◎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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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산철쭉 ◎ ◎ ◎ ◎ ◎ ◎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산앵도나무 ◎ ◎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

털진달래 ◎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 ◎ ◎ ◎ ◎ ◎ ◎ ◎ ◎ ◎

  Ebenales 감나무목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 ◎ ◎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 ◎ ◎ ◎ ◎ ◎ ◎ ◎ ◎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 ◎ ◎ ◎ ◎ ◎ ◎ ◎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 ◎ ◎ ◎ ◎ ◎ ◎ ◎ ◎ ◎

  Sapindales 무환자나무목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 ◎ ◎ ◎ ◎ ◎ ◎ ◎ ◎ ◎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 ◎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황벽나무 ◎ ◎ ◎

Dictamnus dasycarpus Turcz. 백선 ◎ ◎ ◎

Euodia daniellii (Benn.) Hemsl. 쉬나무 ◎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 ◎ ◎ ◎ ◎ ◎ ◎ ◎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 ◎ ◎ ◎ ◎ ◎ ◎ ◎ ◎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 ◎ ◎ ◎ ◎ ◎ ◎ ◎ ◎ ◎

Rhus javanica L. 붉나무 ◎ ◎ ◎ ◎ ◎ ◎ ◎ ◎ ◎

Rhus verniciflua Stokes 옻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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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 ◎ ◎ ◎ ◎ ◎ ◎ ◎ ◎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 ◎ ◎ ◎ ◎ ◎ ◎ ◎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 ◎ ◎ ◎ ◎ ◎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 ◎ ◎ ◎ ◎ ◎ ◎ ◎ ◎

Acer buergerianum Miq. 중국단풍 ◎

Acer mandshuricum Maxim. 복장나무 ◎ ◎ ◎

Acer komarovii Pojark. 시닥나무 ◎

Acer barbinerve Maxim. 청시닥나무 ◎

Acer ukurunduense Trautv. & C.A.Mey. 부게꽃나무 ◎

Acer tegmentosum Maxim. 산겨릅나무 ◎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 ◎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 ◎ ◎ ◎ ◎ ◎ ◎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 ◎ ◎ ◎ ◎ ◎

Impatiens textori var. koreana Nakai 흰물봉선 ◎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 ◎ ◎ ◎ ◎ ◎ ◎ ◎ ◎ ◎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 ◎ ◎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 ◎ ◎ ◎ ◎ ◎ ◎ ◎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 ◎ ◎ ◎ ◎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 ◎ ◎ ◎ ◎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 ◎ ◎ ◎ ◎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 ◎ ◎ ◎ ◎ ◎ ◎ ◎ ◎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회나무 ◎ ◎ ◎
Euonymus pauciflorus Maxim. 회목나무 ◎
Euonymus macropterus Rupr. 나래회나무 ◎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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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 ◎ ◎ ◎ ◎ ◎

    Rhamnaceae 갈매나무과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 ◎ ◎ ◎ ◎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 ◎ ◎ ◎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 ◎ ◎ ◎ ◎ ◎ ◎ ◎ ◎ ◎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 ◎ ◎ ◎ ◎ ◎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 ◎ ◎ ◎ ◎ ◎ ◎ ◎

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미국담쟁이덩굴 ◎ ◎ ◎

  Malvales 아욱목
    Tiliaceae 피나무과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 ◎ ◎ ◎ ◎ ◎

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찰피나무 ◎ ◎ ◎

Grewia parviflora Bunge 장구밤나무 ◎ ◎

    Sterculiaceae 벽오동과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수까치깨 ◎ ◎ ◎

  Myrtales 도금양목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 ◎ ◎ ◎ ◎ ◎ ◎

Elaeagnus multiflora Thunb. 뜰보리수 ◎ ◎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 ◎ ◎ ◎ ◎ ◎ ◎ ◎ ◎
Circaea mollis Slebold & Zucc. 털이슬 ◎ ◎
Oenothera tetragona Roth 낮달맞이꽃 ◎
Circaea cordata Royle 쇠털이슬 ◎
    Lythraceae 부처꽃과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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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ales 제비꽃목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 ◎ ◎ ◎ ◎

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꽃 ◎ ◎ ◎ ◎ ◎

Viola seoulensis Nakai 서울제비꽃 ◎ ◎ ◎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 ◎ ◎ ◎ ◎ ◎ ◎ ◎ ◎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 ◎ ◎ ◎ ◎ ◎ ◎ ◎ ◎

Viola verecunda A.Gray 콩제비꽃 ◎ ◎ ◎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제비꽃 ◎ ◎ ◎ ◎ ◎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민둥뫼제비꽃 ◎ ◎ ◎ ◎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노랑제비꽃 ◎ ◎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 ◎

Viola keiskei Miq. 잔털제비꽃 ◎ ◎

Viola papilionacea Pursh 종지나물 ◎

Viola hirtipes S.Moore 흰털제비꽃 ◎

Viola selkirkii Pursh ex Goldie 뫼제비꽃 ◎

Viola variegata var.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 ◎ ◎ ◎ ◎

Viola albida Palib. 태백제비꽃 ◎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 ◎ ◎ ◎ ◎ ◎ ◎ ◎ ◎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 ◎ ◎ ◎

  Umbelliferae 산형화목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 ◎ ◎ ◎ ◎ ◎ ◎ ◎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 ◎ ◎ ◎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 ◎ ◎ ◎ ◎ ◎ ◎ ◎ ◎ ◎

Cornus kousa F.Buerger ex Hance 산딸나무 ◎ ◎ ◎ ◎ ◎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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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 ◎ ◎ ◎ ◎ ◎ ◎ ◎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 ◎ ◎ ◎ ◎ ◎ ◎ ◎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오갈피나무 ◎ ◎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독활 ◎ ◎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 ◎ ◎ ◎ ◎ ◎ ◎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 ◎ ◎ ◎

Angelica polymorpha Maxim. 궁궁이 ◎ ◎ ◎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 ◎ ◎ ◎ ◎

Sanicula rubriflora F.Schmidt ex Maxim. 붉은참반디 ◎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 ◎ ◎ ◎ ◎ ◎ ◎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 ◎ ◎
Angelica dahurica (Fisch. ex Hoffm.)
Benth. & Hook.f. ex Franch. & Sav.

구릿대 ◎

Bupleurum longiradiatum Turcz. 개시호 ◎

Angelica amurensis Schischk. 지리강활 ◎

Osmorhiza aristata (Thunb.) Makino & Yabe 긴사상자 ◎

Ostericum sieboldii (Miq.) Nakai 묏미나리 ◎ ◎ ◎

Ostericum grosseserratum (Maxim.) Kitag. 신감채 ◎ ◎

  Gentianales 용담목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 ◎ ◎ ◎ ◎ ◎ ◎ ◎ ◎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이팝나무 ◎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 ◎ ◎ ◎ ◎ ◎ ◎ ◎ ◎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 ◎ ◎ ◎ ◎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Maxim.) H. Hara 개회나무 ◎

Fraxinus mandshurica Rupr. 들메나무 ◎

Fraxinus sieboldiana Blume 쇠물푸레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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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nga patula (Palib.) Nakai 털개회나무 ◎

Syringa wolfii C.K.Schneid. 꽃개회나무 ◎

    Gentianaceae 용담과
Gentiana zollingeri Faw. 큰구슬붕이 ◎ ◎ ◎

Gentiana squarrosa Ledeb. 구슬붕이 ◎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과남풀 ◎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닻꽃 ◎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 ◎ ◎ ◎ ◎ ◎ ◎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 ◎ ◎ ◎

Cynanchum paniculatum (Bunge) Kitag. 산해박 ◎

Cynanchum volubile (Maxim.) Hemsl. 세포큰조롱 ◎

Tylophora floribunda Miq. 왜박주가리 ◎

    Rubiaceae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 ◎ ◎ ◎ ◎ ◎ ◎ ◎ ◎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 ◎ ◎ ◎ ◎ ◎ ◎ ◎

Rubia chinensis var. chinensis Regel & Maack 큰꼭두서니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 ◎ ◎ ◎ ◎ ◎ ◎

Galium dahuricum Turcz. ex Ledeb. 큰잎갈퀴 ◎

Galium verum var. asiaticum Nakai 솔나물 ◎ ◎

Galium pogonanthum Franch. & Sav. 산갈퀴 ◎ ◎

Asperula maximowiczii Kom. 개갈퀴 ◎ ◎ ◎

Asperula lasiantha Nakai 갈퀴아재비 ◎ ◎

Galium trachyspermum A. Gray 네잎갈퀴 ◎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 ◎ ◎ ◎ ◎ ◎ ◎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 ◎ ◎ ◎ ◎

Cynanchum paniculatum (Bunge) Kitag. 산해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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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anchum volubile (Maxim.) Hemsl. 세포큰조롱 ◎ ◎

Tylophora floribunda Miq. 왜박주가리 ◎

  Tubiflorales 통화식물목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 ◎ ◎ ◎ ◎ ◎

Quamoclit coccinea Moench 둥근잎유홍초 ◎ ◎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 ◎ ◎ ◎ ◎

Calystegia hederacea Wall. 애기메꽃 ◎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 ◎ ◎

Ipomoea purpurea (L.) Roth 둥근잎나팔꽃 ◎

Ipomoea lacunosa L. 애기나팔꽃 ◎ ◎

    Bor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 ◎ ◎ ◎ ◎ ◎ ◎ ◎

Trigonotis radicans var. sericea 
(Maxim.) H. Hara

참꽃마리 ◎ ◎

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ex Oliv. 당개지치 ◎

Symphytum officinale L. 컴프리 ◎

    Verbenaceae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 ◎ ◎ ◎ ◎ ◎ ◎ ◎ ◎ ◎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 ◎ ◎ ◎ ◎ ◎ ◎ ◎ ◎ ◎

Caryopteris divaricata (Siebold & Zucc.) Maxim. 누린내풀 ◎ ◎ ◎

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좀작살나무 ◎

    Labiatae 꿀풀과 
Glechoma grandis (A.Gray) Kuprian. 긴병꽃풀 ◎ ◎ ◎ ◎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 ◎ ◎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 ◎ ◎ ◎ ◎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 ◎ ◎ ◎ ◎

Stachys japonica Miq. 석잠풀 ◎



- 99 -

< 부록 1. > 조사지내 출현 식물종 현황(계속)

학 명 국 명 석성산 원미산 건달산 운길산 문수산 구름산 노고산 중원산 소요산 화악산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 ◎ ◎ ◎ ◎ ◎ ◎
Lamium album var. barbatum 
(Siebold & Zucc.) Franch. & Sav.

광대수염 ◎ ◎ ◎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 ◎ ◎ ◎ ◎ ◎ ◎ ◎ ◎ ◎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 ◎ ◎ ◎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 ◎ ◎ ◎ ◎

Isodon excisus (Maxim.) Kudo 오리방풀 ◎ ◎ ◎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 ◎ ◎ ◎ ◎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 Hara

산골무꽃 ◎ ◎ ◎ ◎ ◎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 ◎ ◎ ◎ ◎ ◎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꽃향유 ◎ ◎ ◎ ◎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e ◎ ◎ ◎ ◎ ◎ ◎ ◎

Scutellaria dentata var. alpina Nakai 수골무꽃 ◎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 ◎ ◎ ◎ ◎ ◎

Leonurus macranthus Maxim. 송장풀 ◎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 ◎ ◎ ◎ ◎ ◎ ◎ ◎
Teucrium viscidum var. miquelianum 
(Maxim.) Hara

덩굴곽향 ◎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 ◎ ◎ ◎ ◎ ◎ ◎ ◎

Scutellaria indica L. 골무꽃 ◎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ex Maxim.

쥐깨풀 ◎ ◎ ◎

Mosla japonica (Benth.) Maxim. 산들깨 ◎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 ◎ ◎ ◎ ◎ ◎

    Solanaceae 가지과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 ◎ ◎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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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조사지내 출현 식물종 현황(계속)

학 명 국 명 석성산 원미산 건달산 운길산 문수산 구름산 노고산 중원산 소요산 화악산

Solanum nigrum L. 까마중 ◎ ◎ ◎ ◎ ◎ ◎ ◎ ◎

Physaliastrum japonicum (Franch. & Sav.) Honda 가시꽈리 ◎

Solanum japonense Nakai 좁은잎배풍등 ◎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 ◎

    Scrophulariaceae 현삼과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 ◎ ◎ ◎ ◎ ◎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

Pedicularis resupinata L. 송이풀 ◎

Mazus pumilus (Burm.f.) Steenis 주름잎 ◎ ◎ ◎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 ◎ ◎ ◎ ◎ ◎
Melampyrum setaceum var. nakaianum
(Tuyama) T.Yamaz.

새며느리밥풀 ◎

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Nakai) 
T.Yamaz.

산꼬리풀 ◎ ◎

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애기며느리밥풀 ◎ ◎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큰개현삼 ◎ ◎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 ◎ ◎ ◎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토현삼 ◎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 ◎ ◎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 ◎ ◎ ◎ ◎ ◎ ◎ ◎ ◎ ◎

    Bignoniaceae 능소화과
Catalpa ovata G.Don 개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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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석성산)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굴피나무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nigrum L. 까마중

Rhamnaceae 갈매나무과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Juncaceae 골풀과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꿩의밥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Oxalis stricta L. 선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Artemisia princeps Pamp. 쑥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민들레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Aster scaber Thunb. 참취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Ixeris strigosa (H.Lev. & Vaniot) J.H.Pak & Kawano 선씀바귀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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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석성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Asperula maximowiczii Kom. 개갈퀴

Labiatae 꿀풀과
Lamium album var. barbatum (Siebold & Zucc.) 
Franch. & Sav.

광대수염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 Hara

산골무꽃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산층층이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Maxim. 쥐깨풀

Orchidaceae 난초과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Ⅰ

Ulmaceae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Ⅰ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시무나무 Ⅰ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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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석성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Streptolirion volubile Edgew. 덩굴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독활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Dioscorea tokoro Makino ex Miyabe 도꼬로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Persicaria dissitiflora (Hemsl.) H.Gross ex Mori 가시여뀌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lapathifolia f. alba Y.N.Lee 흰명아주여뀌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바보여뀌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Fallopia forbesii (Hance) K.Yonekura & Ohashi 감절대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Verbenaceae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Dryopteridaceae 면마과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가는잎족제비
고사리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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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석성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Fraxinus sieboldiana Blume 쇠물푸레나무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Clematis heracleifolia var. davidiana Hemsl. 자주조희풀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Circaea mollis Slebold & Zucc. 털이슬

Cucurbitaceae 박과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Ⅰ

Tylophora floribunda Miq. 왜박주가리 VU Ⅰ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Smilacina japonica A.Gary 풀솜대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얼레지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말나리 LC Ⅲ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 105 -

<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석성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굴레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Ⅲ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Ⅰ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Gramineae 벼과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Microstegium vimineum (Trin.) A.Camus 나도바랭이새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Festuca ovina L. 김의털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참억새

Stipa pekinensis Hance 나래새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Alopecurus aequalis Sobol. 뚝새풀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Ⅰ

Iridaceae 붓꽃과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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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석성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arex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Umbelliferae 산형과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Ⅰ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Ⅱ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Cruciferae 십자화과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물통이 Ⅰ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Androsace umbellata (Lour.) Merr. 봄맞이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Ⅱ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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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Dictamnus dasycarpus Turcz. 백선 Ⅰ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백당나무 Ⅰ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Corylus sieboldiana Blume 참개암나무

Rosaceae 장미과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 매실나무

Prunus padus L. 귀룽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이스라지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Ⅲ

Prunus davidiana (Carri�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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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제비꽃

Viola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민둥뫼제비꽃 Ⅱ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VU Ⅱ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산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 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두루미천남성 LC Ⅰ

Campanulaceae 초롱꽃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잔대

Asyneuma japonicum (Miq.) Briq. 영아자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Ⅲ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Leguminosae 콩과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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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Sophora flavescens Aiton 고삼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Indigofera amblyantha Craib 큰낭아초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Desmodium podocarpum DC. 개도둑놈의갈고리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Ohwi 
& H.Ohashi

새팥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Scrophulariaceae 현삼과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조선현호색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아비꽃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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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nigrum L. 까마중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Rhamnaceae 갈매나무과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Juncaceae 골풀과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Eupatorium rugosum Houtt. 서양등골나물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Sonchus brachyotus DC. 사데풀

Artemisia japonica Thunb. 제비쑥

Artemisia princeps Pamp. 쑥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Picris hieracioides var. koreana Kitam. 쇠서나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구절초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Labiatae 꿀풀과

Glechoma grandis (A. Gray) Kuprian. 긴병꽃풀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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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Ⅰ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Ⅰ

Ulmaceae 느릅나무과

Celtis biondii Pamp. 폭나무 Ⅰ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시무나무 Ⅰ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Ⅲ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Phyllanthus ussuriensis Rupr. & Maxim. 여우주머니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Araliaceae 두릅나무과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Dioscorea tokoro Makino ex Miyabe 도꼬로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Rumex acetosa L. 수영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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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lapathifolia f. alba Y.N.Lee 흰명아주여뀌

Verbenaceae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Berberis koreana Palib. 매자나무 ü Ⅳ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Quamoclit coccinea Moench 둥근잎유홍초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Ipomoea lacunosa L. 애기나팔꽃

Dryopteridaceae 면마과

Dryopteris varia (L.) Kuntze 족제비고사리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Liriodendron tulipifera L. 백합나무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이팝나무 LC Ⅲ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ü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 Ⅲ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큰꽃으아리 Ⅰ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ü Ⅲ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Oenothera tetragona Roth 낮달맞이꽃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Cynanchum volubile (Maxim.) Hemsl. 세포큰조롱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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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Salicaceae 버드나무과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Saxifragaceae 범의귀과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Gramineae 벼과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솜대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Microstegium vimineum (Trin.) A.Camus 나도바랭이새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돌피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개름새

Brachyelytrum erectum var. japonicum Hack. 담상이삭풀 Ⅲ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multiflora Thunb. 뜰보리수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Lythraceae 부처꽃과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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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원미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Morus alba L. 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Umbelliferae 산형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Dianthus chinensis L. 패랭이꽃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Ⅱ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Pinus strobus L. 스트로브잣나무

Larix kaempferi (Lamb.) Carri�re 일본잎갈나무

Abies koreana E.H.Wilson 구상나무 LC ü Ⅲ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Cruciferae 십자화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Thlaspi arvense L. 말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hus javanica L. 붉나무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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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원미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Betulaceae 자작나무과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Rosaceae 장미과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 매실나무

Pyracantha angustifolia (Franch.) C.K.Schneid. 좁은잎피라칸타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Prunus padus L. 귀룽나무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Sorbus commixta Hedl. 마가목 Ⅱ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Ⅰ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Spiraea japonica L.f. 일본조팝나무

Rubus fruticosus L. 서양산딸기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서울제비꽃 ü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Viola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Viola selkirkii Pursh ex Goldie 뫼제비꽃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VU Ⅱ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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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원미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산철쭉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편백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kousa F.Buerger ex Hance 산딸나무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Ⅳ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Medicago sativa L. 자주개자리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Sophora flavescens Aiton 고삼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Rhynchosia volubilis Lour. 여우콩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미국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조선현호색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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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굴피나무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Solanum nigrum L. 까마중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Juncaceae 골풀과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꿩의밥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Artemisia princeps Pamp. 쑥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Ixeridium dentatum f. albiflora (Makino) H. Hara 흰씀바귀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Artemisia dubia Wall. 참쑥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Aster scaber Thunb. 참취
Eupatorium makinoi var. oppisitifolium (Koidz.) 
Kawahara & Yahara

벌등골나물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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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Labiatae 꿀풀과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산층층이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Isodon excisus (Maxim.) Kudo 오리방풀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꽃향유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Ⅰ

Ulmaceae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Ohba 큰꿩의비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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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Dioscorea tokoro Makino ex Miyabe 도꼬로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Persicaria lapathifolia f. alba Y.N.Lee 흰명아주여뀌

Fallopia dentatoalata (F.Schmidt) Holub 큰닭의덩굴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Verbenaceae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onvolvulaceae 메꽃과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Oleaceae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ü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Cucurbitaceae 박과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Menispermaceae 방기과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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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ü

Saxifragaceae 범의귀과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Gramineae 벼과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ex Nakai

이대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Microstegium vimineum (Trin.) A.Camus 나도바랭이새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 기름새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multiflora Thunb. 뜰보리수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ridaceae 붓꽃과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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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Fatoua villosa (Thunb.) Nakai 뽕모시풀

Cyperaceae 사초과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Umbelliferae 산형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Pinaceae 소나무과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Larix kaempferi (Lamb.) Carri�re 일본잎갈나무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Equisetum hyemale L. 속새 Ⅲ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Cruciferae 십자화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Barbarea orthoceras Ledeb. 나도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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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Dictamnus dasycarpus Turcz. 백선 Ⅰ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Ⅱ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Rosaceae 장미과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Ⅲ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Prunus padus L. 귀룽나무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Pyrus calleryana var. fauriei (C.K.Schneid.) Rehder 콩배나무 Ⅰ

Kerria japonica f. pleniflora (Witte) Rehder 죽단화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Ⅰ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Prunus davidiana (Carri�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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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VU Ⅱ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Campanulaceae 초롱꽃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잔대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Vigna nakashimae (Ohwi) Ohwi & H.Ohashi 좀돌팥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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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미국담쟁이덩굴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Scrophulariaceae 현삼과

Mazus pumilus (Burm.f.) Steenis 주름잎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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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Ⅰ

Solanaceae 가지과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LC Ⅲ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Artemisia princeps Pamp. 쑥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

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Eupatorium rugosum Houtt. 서양등골나물

Chrysogonum virginianum L. 오공국화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Ixeridium dentatum (Thunb.) Tzvelev 씀바귀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Aster scaber Thunb. 참취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Artemisia montana (Nakai) Pamp. 산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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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큰엉겅퀴 Ⅰ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Aster incisus Fisch. 가새쑥부쟁이

Picris hieracioides var. koreana Kitam. 쇠서나물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

Leibnitzia anandria (L.) Turcz. 솜나물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Rubiaceae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Labiatae 꿀풀과

Glechoma grandis (A. Gray) Kuprian. 긴병꽃풀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Stachys japonica Miq. 석잠풀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 Hara

산골무꽃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산층층이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Scutellaria indica L. 골무꽃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Maxim. 쥐깨풀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꽃향유

Davalliaceae 넉줄고사리과

Davallia mariesii T.Moore ex Baker 넉줄고사리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Ⅱ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회나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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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Ⅰ

Ulmaceae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Ⅰ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

개다래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Ⅲ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Ⅲ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Tradescantia spathacea Sw. 자주달개비

Streptolirion volubile Edgew. 덩굴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초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오갈피나무 Ⅰ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독활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nipponica Makino 부채마

Dioscorea batatas Decne. 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Rumex japonicus Houtt. 참소리쟁이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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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바보여뀌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미꾸리낚시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Patrinia scabiosifolia Fisch. ex Trevir. 마타리

Verbenaceae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Caryopteris divaricata (Siebold & Zucc.) Maxim. 누린내풀

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좀작살나무 Ⅲ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Berberis amurensis Rupr. 매발톱나무 Ⅱ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Dryopteridaceae 면마과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Ⅱ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Magnolia kobus DC. 목련 CR Ⅴ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ü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Ⅰ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큰꽃으아리 Ⅰ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LC ü Ⅳ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복수초

Anemone raddeana Regel 꿩의바람꽃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만주바람꽃 EN Ⅲ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꿩의다리

Eranthis stellata Maxim. 너도바람꽃 LC Ⅲ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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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ü Ⅲ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얼레지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여로 Ⅲ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Smilacina japonica A.Gary 풀솜대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Tricyrtis macropoda Miq. 뻐꾹나리 LC Ⅰ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caprea L. 호랑버들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Salix gracilistyla Miq. 갯버들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Ⅲ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Ⅰ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애기괭이눈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



- 130 -

<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운길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산괭이눈 Ⅰ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Ⅱ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금괭이눈 Ⅱ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Siebold & Zucc.) 
E.H.Wilson

산수국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Gramineae 벼과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Alopecurus aequalis Sobol. 뚝새풀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돌피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Agrostis clavata var. nukabo Ohwi 겨이삭

Digitaria violascens Link 민바랭이

Isachne globosa (Thunb.) Kuntze 기장대풀

Calamagrostis epigeios (L.) Roth 산조풀

Sterculiaceae 벽오동과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수까치깨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Ⅰ

Iridaceae 붓꽃과

Iris minutoaurea Makino 금붓꽃 VU Ⅰ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Morus alba L. 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Carex breviculmis R.Br. 청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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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arex neurocarpa Maxim. 괭이사초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Angelica polymorpha Maxim. 궁궁이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Ostericum sieboldii (Miq.) Nakai 묏미나리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Ⅱ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Larix kaempferi (Lamb.) Carri�re 일본잎갈나무

Pinus strobus L. 스트로브잣나무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Amaryllidaceae 수선화과

Lycoris squamigera Maxim. 상사화

Cruciferae 십자화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rdamine fallax L. 좁쌀냉이

Cardamine komarovii Nakai 는쟁이냉이 Ⅲ

Barbarea orthoceras Ledeb. 나도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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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Urtica thunbergiana Siebold & Zucc. 쐐기풀 Ⅲ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Girardinia cuspidata Wedd. 큰쐐기풀 Ⅳ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Androsace umbellata (Lour.) Merr. 봄맞이

Primula sieboldii E.Morren 앵초 Ⅱ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좁쌀풀 Ⅲ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Ⅱ

Adoxaceae 연복초과

Adoxa moschatellina L. 연복초 Ⅰ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hus javanica L. 붉나무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Dictamnus dasycarpus Turcz. 백선 Ⅰ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Ⅱ

Betulaceae 자작나무과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Corylus sieboldiana Blume 참개암나무

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Ⅱ

Betula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Ⅲ

Betula chinensis Maxim. 개박달나무 Ⅲ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Rosaceae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 매실나무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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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식물종

비고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padus L. 귀룽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Ⅰ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Ⅲ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Ⅲ

Sorbus commixta Hedl. 마가목 Ⅱ

Geum aleppicum Jacq. 큰뱀무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이스라지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돌양지꽃 Ⅱ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

Spiraea salicifolia L. 꼬리조팝나무 Ⅱ

Prunus davidiana (Carri�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서울제비꽃 ü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papilionacea Pursh 종지나물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노랑제비꽃 Ⅱ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민둥뫼제비꽃 Ⅱ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VU Ⅱ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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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산철쭉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 천남성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앉은부채 Ⅲ
Campanulaceae 초롱꽃과
Campanula punctata Lam. 초롱꽃

Asyneuma japonicum (Miq.) Briq. 영아자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Cornus kousa F.Buerger ex Hance 산딸나무

Leguminosae 콩과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Ⅳ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Desmodium oldhami Oliv. 큰도둑놈의갈고리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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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운길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Tiliaceae 피나무과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Ⅱ

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찰피나무 Ⅱ

Scrophulariaceae 현삼과
Melampyrum setaceum var. nakaianum (Tuyama) 
T.Yamaz.

새며느리밥풀 Ⅲ

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애기며느리밥풀 Ⅲ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ü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Mazus pumilus (Burm.f.) Steenis 주름잎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조선현호색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Ⅲ

Corydalis pauciovulata Ohwi 선괴불주머니

Buxaceae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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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문수산)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nigrum L. 까마중

Rhamnaceae 갈매나무과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Ⅰ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Ophioglossaceae 고사리삼과

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고사리삼

Juncaceae 골풀과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꿩의밥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Compositae 국화과

Artemisia princeps Pamp. 쑥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Artemisia capillaris Thunb. 사철쑥

Artemisia gmelinii Weber ex Stechm. 더위지기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Picris hieracioides var. koreana Kitam. 쇠서나물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Aster scaber Thunb. 참취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구절초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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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문수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Galium verum var. asiaticum Nakai 솔나물

Galium pogonanthum Franch. & Sav. 산갈퀴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Labiatae 꿀풀과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꽃향유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Maxim. 쥐깨풀

Orchidaceae 난초과

Amitostigma gracile (Blume) Schltr. 병아리난초

Davalliaceae 넉줄고사리과

Davallia mariesii T.Moore ex Baker 넉줄고사리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Ⅰ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Ⅰ

Ulmaceae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Celtis biondii Pamp. 폭나무 Ⅰ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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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문수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초

Hylotelephium erythrostictum (Miq.) H.Ohba 꿩의비름

Hylotelephium spectabile (Boreau) H.Ohba 큰꿩의비름 Ⅲ

Sedum polytr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Rumex japonicus Houtt. 참소리쟁이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Rumex crispus L. 소래쟁이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바보여뀌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 Hara 장대여뀌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Verbenaceae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Meliaceae 멀구슬나무과

Cedrela sinensis Juss. 참죽나무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Calystegia hederacea Wall. 애기메꽃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

Dryopteridaceae 면마과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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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문수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ü Ⅲ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Cucurbitaceae 박과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Cynanchum paniculatum (Bunge) Kitag. 산해박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 부추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Ⅱ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

Gramineae 벼과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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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문수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Sterculiaceae 벽오동과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수까치깨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Typhaceae 부들과

Typha orientalis C.Presl 부들

Iridaceae 붓꽃과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Amaranthus retroflexus L. 털비름

Moraceae 뽕나무과

Morus alba L. 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arex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Carex dispalata Boott 삿갓사초 Ⅰ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arex dimorpholepis Steud. 이삭사초

Umbelliferae 산형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Dianthus chinensis L. 패랭이꽃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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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문수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Gypsophila oldhamiana Miq. 대나물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Ⅰ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Larix kaempferi (Lamb.) Carri�re 일본잎갈나무

Abies koreana E.H.Wilson 구상나무 LC ü Ⅲ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Cruciferae 십자화과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Arabis glabra Bernh. 장대나물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Ⅱ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Gentianaceae 용담과

Gentiana zollingeri Faw. 큰구슬붕이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Euodia daniellii (Benn.) Hemsl. 쉬나무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Lonicera maackii (Rupr.) Maxim. 괴불나무 Ⅰ

Viburnum arlesii Hemsl. 분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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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문수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Ⅱ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Betulaceae 자작나무과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Corylus sieboldiana Blume 참개암나무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Dennstaedtiaceae 잔고사리과

Lepisorus ussuriensis (Regel & Maack) Ching 산일엽초

Rosaceae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 매실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padus L. 귀룽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Prunus davidiana (Carri�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이스라지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Ⅰ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눈개승마 Ⅲ

Pyrus ussuriensis Maxim. 산돌배 Ⅰ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Potentilla chinensis Ser. 딱지꽃

Prunus armeniaca L. 살구나무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Prunus pendula f. ascendens (Makino) Kitam. 올벚나무 Ⅰ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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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산철쭉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Campanulaceae 초롱꽃과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Ⅲ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Leguminosae 콩과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
갈고리

Sophora flavescens Aiton 고삼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Indigofera amblyantha Craib 큰낭아초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Tiliaceae 피나무과

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찰피나무 Ⅱ

Grewia parviflora Bunge 장구밤나무 Ⅰ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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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crophulariaceae 현삼과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ü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Mazus pumilus (Burm.f.) Steenis 주름잎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Buxaceae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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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Solanum nigrum L. 까마중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Juncaceae 골풀과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꿩의밥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Artemisia princeps Pamp. 쑥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Ixeridium dentatum (Thunb.) Tzvelev 씀바귀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Eupatorium makinoi var. oppisitifolium (Koidz.) 
Kawahara & Yahara

벌등골나물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Aster scaber Thunb. 참취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Picris hieracioides var. koreana Kitam. 쇠서나물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Eupatorium rugosum Houtt. 서양등골나물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Sonchus brachyotus DC. 사데풀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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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Rubiaceae 꼭두서니과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Labiatae 꿀풀과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 Hara

산골무꽃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산층층이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Ⅰ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Ⅱ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Ulmaceae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Ⅰ
Celtis biondii Pamp. 폭나무 Ⅰ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Ⅲ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푸나무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Ⅲ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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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Dioscorea tokoro Makino ex Miyabe 도꼬로마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Dioscorea nipponica Makino 부채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lapathifolia f. alba Y.N.Lee 흰명아주여뀌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바보여뀌
Verbenaceae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aryopteris divaricata (Siebold & Zucc.) Maxim. 누린내풀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Magnolia kobus DC. 목련 CR Ⅴ
Oleaceae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ü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ü Ⅲ
Clematis heracleifolia var. davidiana Hemsl. 자주조희풀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Cynanchum volubile (Maxim.) Hemsl. 세포큰조롱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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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여로 Ⅲ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Ⅰ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Siebold & 
Zucc.) E.H.Wilson

산수국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Ⅱ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Gramineae 벼과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돌피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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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Morus alba L. 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arex maximowiczii Miq. 왕비늘사초
Carex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Ostericum sieboldii (Miq.) Nakai 묏미나리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Ⅰ
Pinaceae 소나무과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Ⅱ
Pinus strobus L. 스트로브잣나무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 일본잎갈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Cruciferae 십자화과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rdamine fallax L. 좁쌀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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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구름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Dictamnus dasycarpus Turcz. 백선 Ⅰ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Ginkgoaceae 은행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 동과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백당나무 Ⅰ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Rosaceae 장미과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padus L. 귀룽나무
Prunus padus L. 줄딸기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Ⅲ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Prunus davidiana (Carrie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이스라지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Pyrus ussuriensis Maxim. 산돌배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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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구름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 
Maek. ex Hara

남산제비곷

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곷
Viola seoulensis Nakai 서울제비꽃 ü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곷
Viola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Viola keiskei Miq. 잔털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Taxaceae 주목 VU Ⅱ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산철쭉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두루미천남성
Campanulaceae 초롱꽃과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잔대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kousa F.Buerger ex Hance 산딸나무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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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구름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Indigofera amblyantha Craib 큰낭아초
Sophora flavescens Aiton 고삼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 Ohashi

도둑놈의갈고리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미국담쟁이덩굴
Tiliaceae 피나무과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Ⅱ
Grewia parviflora Bunge 장구밤나무 Ⅰ
Scrophulariaceae 현삼과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ü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조선현호색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Buxaceae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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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노고산)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nigrum L. 까마중

Rhamnaceae 갈매나무과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Artemisia princeps Pamp. 쑥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Leibnitzia anandria (L.) Turcz. 솜나물

Artemisia rubripes Nakai 덤불쑥 Ⅰ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Aster scaber Thunb. 참취

Ixeris strigosa (H.Lev. & Vaniot) J.H.Pak & Kawano 선씀바귀

Eupatorium rugosum Houtt. 서양등골나물

Prenanthes ochroleuca (Maxim.) Hemsl. 왕씀배 VU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Lactuca raddeana Maxim. 산씀바귀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구절초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Aster incisus Fisch. 가새쑥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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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A. Heller

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Galium verum var. asiaticum Nakai 솔나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Labiatae 꿀풀과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산층층이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Ulmaceae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Araliaceae 두릅나무과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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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바보여뀌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Verbenaceae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Berberis koreana Palib. 매자나무 ü Ⅳ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Ipomoea purpurea (L.) Roth 둥근잎나팔꽃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Quamoclit coccinea Moench 둥근잎유홍초

Ipomoea lacunosa L. 애기나팔꽃

Dryopteridaceae 면마과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ü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Ⅰ

Menispermaceae 방기과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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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얼레지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여로 Ⅲ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caprea L. 호랑버들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Salix gracilistyla Miq. 갯버들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ü

Populus davidiana Dode 사시나무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Ⅱ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Gramineae 벼과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Microstegium vimineum (Trin.) A.Camus 나도바랭이새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 기름새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Molinia japonica Hack. 진퍼리새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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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돌피

Phragmites japonica Steud. 달뿌리풀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ridaceae 붓꽃과

Iris minutoaurea Makino 금붓꽃 VU Ⅰ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Carex neurocarpa Maxim. 괭이사초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Ⅰ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Ⅱ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 일본잎갈나무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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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ruciferae 십자화과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hus javanica L. 붉나무

Gentianaceae 용담과

Gentiana squarrosa Ledeb. 구슬붕이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과남풀 LC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백당나무 Ⅰ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Corylus sieboldiana Blume 참개암나무

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Ⅱ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Rosaceae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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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runus padus L. 귀룽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Ⅲ

Prunus davidiana (Carrie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꽃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제비꽃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산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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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두루미천남성 LC Ⅰ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 천남성

Arisaema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Campanulaceae 초롱꽃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잔대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kousa F.Buerger ex Hance 산딸나무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Gleditsia japonica Miq. 주엽나무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Scrophulariaceae 현삼과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ü

Mazus pumilus (Burm.f.) Steenis 주름잎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ternata (Nakai) Nakai 들현호색

Buxaceae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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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Ⅰ

Solanaceae 가지과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LC Ⅲ

Rhamnaceae 갈매나무과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Ⅰ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Ophioglossaceae 고사리삼과

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고사리삼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Juncaceae 골풀과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 꿩의밥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Artemisia princeps Pamp. 쑥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Aster scaber Thunb. 참취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Crepidiastrum chelidoniifolium (Makino) Pak & 
Kawano

까치고들빼기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Solidago serotina Aiton 미국미역취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Carpesium divaricatum Siebold & Zucc. 긴담배풀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Ixeris strigosa (H.Lev. & Vaniot) J.H.Pak & 
Kawano

선씀바귀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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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Eupatorium rugosum Houtt. 서양등골나물

Sonchus brachyotus DC. 사데풀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Saussurea grandifolia Maxim. 서덜취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큰엉겅퀴 Ⅰ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Tephroseris kirilowii (Turcz. ex DC.) Holub 솜방망이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Aster incisus Fisch. 가새쑥부쟁이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Galium dahuricum Turcz. ex Ledeb. 큰잎갈퀴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Galium pogonanthum Franch. & Sav. 산갈퀴

Asperula lasiantha Nakai 갈퀴아재비 ü Ⅴ

Asperula maximowiczii Kom. 개갈퀴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Labiatae 꿀풀과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Lamium album var. barbatum (Siebold & Zucc.) 
Franch. & Sav.

광대수염

Glechoma grandis (A. Gray) Kuprian. 긴병꽃풀

Isodon excisus (Maxim.) Kudo 오리방풀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 Hara

산골무꽃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Scutellaria dentata var. alpina Nakai 수골무꽃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산층층이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꽃향유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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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Ajuga multiflora Bunge 조개나물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Leonurus macranthus Maxim. 송장풀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Maxim. 쥐깨풀

Orchidaceae 난초과

Liparis kumokiri F.Maek. 옥잠난초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Davalliaceae 넉줄고사리과

Davallia mariesii T.Moore ex Baker 넉줄고사리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Ⅱ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회나무 Ⅰ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Ulmaceae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Ⅰ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Celtis choseniana Nakai 검팽나무 LC ü Ⅰ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

개다래

Actinidia kolomikta (Maxim. & Rupr.) Maxim. 쥐다래 Ⅲ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Ⅲ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Acer mandshuricum Maxim. 복장나무 Ⅲ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Tradescantia spathacea Sw. 자주달개비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Streptolirion volubile Edgew. 덩굴닭의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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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초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Sedum polytr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Hylotelephium viviparum (Maxim.) H.Ohba 새끼꿩의비름 Ⅱ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오갈피나무 Ⅰ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

Dioscorea nipponica Makino 부채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Aconogonon alpinum (All.) Schur 싱아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dissitiflora (Hemsl.) H.Gross ex Mori 가시여뀌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바보여뀌

Persicaria nepalensis (Meisn.) H.Gross 산여뀌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미꾸리낚시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Patrinia saniculifolia Hemsl. 금마타리 LC ü Ⅲ

Verbenaceae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Caulophyllum robustum Maxim. 꿩의다리아재비 Ⅱ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Dryopteridaceae 면마과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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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Ⅱ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ü

Anemone raddeana Regel 꿩의바람꽃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Ⅰ

Eranthis stellata Maxim. 너도바람꽃 LC Ⅲ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ü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흰진범 Ⅰ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눈빛승마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종덩굴 Ⅲ

Actaea asiatica H. Hara 노루삼 Ⅲ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꿩의다리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Thalictrum kemense var. hypoleucum (Siebold 
& Zucc.) Kitag.

좀꿩의다리

Clematis heracleifolia var. davidiana Hemsl. 자주조희풀

Aconitum ciliare DC. 놋젓가락나물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Circaea mollis Slebold & Zucc. 털이슬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Ⅰ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얼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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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Smilacina japonica A.Gary 풀솜대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굴레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말나리 LC Ⅲ

Paris verticillata M.Bieb. 삿갓나물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Hosta capitata (Koidz.) Nakai 일월비비추 Ⅰ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caprea L. 호랑버들

Salix gracilistyla Miq. 갯버들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Ⅲ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Siebold & Zucc.) 
E.H.Wilson

산수국

Chrysosplenium sinicum Maxim. 선괭이눈 Ⅰ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Ⅰ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애기괭이눈

Deutzia glabrata Kom. 물참대 Ⅰ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Gramineae 벼과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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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Alopecurus aequalis Sobol. 뚝새풀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Sterculiaceae 벽오동과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수까치깨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Ⅰ

Selaginellaceae 부처손과

Selaginella rossii (Baker) Warb. 구실사리

Iridaceae 붓꽃과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Morus alba L. 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arex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Carex paxii Kuk. 대구사초 DD Ⅲ

Carex laevissima Nakai 애괭이사초

Carex remotiuscula Wahlenb. 층실사초 Ⅳ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Angelica polymorpha Maxim. 궁궁이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Ostericum sieboldii (Miq.) Nakai 묏미나리

Ostericum grosseserratum (Maxim.) Kitag. 신감채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Lychnis cognata Maxim. 동자꽃 Ⅱ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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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구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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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Larix kaempferi (Lamb.) Carriere 일본잎갈나무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Amaryllidaceae 수선화과

Lycoris squamigera Maxim. 상사화

Cruciferae 십자화과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Cardamine komarovii Nakai 는쟁이냉이 Ⅲ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rdamine fallax L. 좁쌀냉이

Cardamine impatiens L. 싸리냉이

Arabis glabra Bernh. 장대나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Thlaspi arvense L. 말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Urtica angustifolia Fisch. ex Hornem. 가는잎쐐기풀 Ⅲ

Urtica thunbergiana Siebold & Zucc. 쐐기풀 Ⅲ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물통이 Ⅰ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염 Ⅰ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좁쌀풀 Ⅲ

Papaveraceae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Ⅱ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hus javanica L. 붉나무

Gentianaceae 용담과

Gentiana zollingeri Faw. 큰구슬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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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황벽나무 Ⅱ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Ginkgoaceae 은행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Ⅱ

Betulaceae 자작나무과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Betula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Ⅲ

Betula chinensis Maxim. 개박달나무 Ⅲ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Dennstaedtiaceae 잔고사리과

Lepisorus ussuriensis (Regel & Maack) Ching 산일엽초

Rosaceae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Ⅰ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Prunus padus L. 귀룽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Ⅲ

Pyrus ussuriensis Maxim. 산돌배 Ⅰ

Prunus davidiana (Carrie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돌양지꽃 Ⅱ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Geum aleppicum Jacq. 큰뱀무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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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phalacrocarpa Maxim. 털제비꽃

Viola hirtipes S.Moore 흰털제비꽃

Viola selkirkii Pursh ex Goldie 뫼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민둥뫼제비꽃 Ⅱ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무늬족도리풀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radicans var. sericea (Maxim.) H. Hara 참꽃마리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산앵도나무 ü Ⅲ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Araceae 천남성과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앉은부채 Ⅲ

Arisaema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두루미천남성 LC Ⅰ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 천남성

Campanulaceae 초롱꽃과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잔대

Asyneuma japonicum (Miq.) Briq. 영아자

Campanula punctata Lam. 초롱꽃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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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중원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Leguminosae 콩과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Sophora flavescens Aiton 고삼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Desmodium oldhami Oliv.
큰도둑놈의갈고
리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Tiliaceae 피나무과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Ⅱ

Scrophulariaceae 현삼과

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애기며느리밥풀 Ⅲ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큰개현삼 Ⅱ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ü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조선현호색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Ⅲ

Corydalis pauciovulata Ohwi 선괴불주머니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아비꽃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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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Ⅰ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nigrum L. 까마중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Physaliastrum japonicum (Franch. & Sav.) Honda 가시꽈리

Solanum japonense Nakai 좁은잎배풍등

Rhamnaceae 갈매나무과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Ⅰ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Crepidiastrum chelidoniifolium (Makino) Pak & 
Kawano

까치고들빼기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여우오줌 Ⅰ

Artemisia rubripes Nakai 덤불쑥 Ⅰ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Prenanthes ochroleuca (Maxim.) Hemsl. 왕씀배 VU

Aster scaber Thunb. 참취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쑦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Crepidiastrum sonchifolium (Maxim.) Pak & 
Kawano

고들빼기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Hieracium umbellatum L. 조밥나물

Artemisia feddei H.Lev. & Vaniot 뺑쑥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Artemisia dubia Wall. 참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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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Eupatorium makinoi var. oppisitifolium (Koidz.) 
Kawahara & Yahara

벌등골나물

Aster yomena (Kitam.) Honda 쑥부쟁이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ruprechtii Sa.Kurata 거미고사리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Rubia chinensis Regel & Maack 큰꼭두서니 Ⅱ

Asperula lasiantha Nakai 갈퀴아재비 ü Ⅴ

Asperula maximowiczii Kom. 개갈퀴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Labiatae 꿀풀과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Lycopus lucidus Turcz. ex Benth. 쉽싸리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 Hara

산골무꽃

Teucrium japonicum Houtt. 개곽향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ev.) 
Koidz.

산층층이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Mosla punctulata (J.F.Gmelin) Nakai 들깨풀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꽃향유

Orchidaceae 난초과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Ⅱ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Ulmaceae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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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Ⅰ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Bignoniaceae 능소화과

Catalpa ovata G.Don 개오동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

개다래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단단풍나무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Ⅲ

Acer buergerianum Miq. 중국단풍

Acer mandshuricum Maxim. 복장나무 Ⅲ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Streptolirion volubile Edgew. 덩굴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polytr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 
C.Chu

독활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nipponica Makino 부채마

Dioscorea tokoro Makino ex Miyabe 도꼬로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Fallopia dentatoalata (F.Schmidt) Holub 큰닭의덩굴

Persicaria dissitiflora (Hemsl.) H.Gross ex Mori 가시여뀌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pubescens (Blume) H. Hara 바보여뀌

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 Hara 장대여뀌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Verbenaceae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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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aryopteris divaricata (Siebold & Zucc.) Maxim. 누린내풀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Caulophyllum robustum Maxim. 꿩의다리아재비 Ⅱ

Dryopteridaceae 면마과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Ⅱ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Oleaceae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Fraxinus sieboldiana Blume 쇠물푸레나무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ü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ü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Ⅰ

Anemone raddeana Regel 꿩의바람꽃

Eranthis stellata Maxim. 너도바람꽃 LC Ⅲ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흰진범 Ⅰ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눈빛승마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종덩굴 Ⅲ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Clematis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ü

Clematis heracleifolia var. davidiana Hemsl. 자주조희풀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큰꽃으아리 Ⅰ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Onagraceae 바늘꽃과

Circaea cordata Royle 쇠털이슬 Ⅰ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Ⅰ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Smilacina japonica A.Gary 풀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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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말나리 LC Ⅲ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굴레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참여로 Ⅲ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여로 Ⅲ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Paris verticillata M.Bieb. 삿갓나물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Platanaceae 버즘나무과

Platanus occidentalis L. 양버즘나무

Saxifragaceae 범의귀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Ⅲ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Ⅰ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애기괭이눈

Deutzia glabrata Kom. 물참대 Ⅰ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Ⅱ

Hydrangea paniculata Siebold 나무수국

Gramineae 벼과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새

Stipa pekinensis Hance 나래새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 기름새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Steud.) 
Hand.-Mazz.

개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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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Ⅰ

Selaginellaceae 부처손과

Selaginella rossii (Baker) Warb. 구실사리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Morus alba L. 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Umbelliferae 산형과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Caryophyllaceae 석죽과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Abies koreana E.H.Wilson 구상나무 LC ü Ⅲ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Ⅱ

Larix kaempferi (Lamb.) Carri�re 일본잎갈나무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Amaryllidaceae 수선화과

Lycoris radiata (L'Her.) Herb. 석산

Cruciferae 십자화과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rdamine fallax L. 좁쌀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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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Boehmeria longispica Steud. 왜모시풀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물통이 Ⅰ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Papaveraceae 양귀비과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Ⅱ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Adoxaceae 연복초과

Adoxa moschatellina L. 연복초 Ⅰ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javanica L. 붉나무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hus verniciflua Stokes 옻나무

Rutaceae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황벽나무 Ⅱ
Ginkgoaceae 은행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Ⅱ

Betulaceae 자작나무과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Betula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Ⅲ

Betula chinensis Maxim. 개박달나무 Ⅲ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Dennstaedtiaceae 잔고사리과

Lepisorus ussuriensis (Regel & Maack) Ching 산일엽초

Rosaceae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padus L. 귀룽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Ⅲ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Ⅰ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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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yrus ussuriensis Maxim. 산돌배 Ⅰ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Prunus davidiana (Carri�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돌양지꽃 Ⅱ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이스라지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Ⅲ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터리풀 Ⅰ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민둥뫼제비꽃 Ⅱ

Viola keiskei Miq. 잔털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VU Ⅱ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 천남성

Arisaema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두루미천남성 LC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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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소요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ampanulaceae 초롱꽃과

Campanula punctata Lam. 초롱꽃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도라지모시대 DD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Leguminosae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Ⅳ

Desmodium oldhami Oliv. 큰도둑놈의갈고리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 Zucc. 개머루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Tiliaceae 피나무과

Tilia mandshurica Rupr. & Maxim. 찰피나무 Ⅱ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Ⅱ

Scrophulariaceae 현삼과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ü

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Nakai) T.Yamaz. 산꼬리풀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큰개현삼 Ⅱ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Ⅲ

Corydalis pallida (Thunb.) Pers. 괴불주머니

Corydalis pauciovulata Ohwi 선괴불주머니

Buxaceae 회양목과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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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화악산)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Ⅰ

Solanaceae 가지과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LC Ⅲ

Solanum nigrum L. 까마중

Rhamnaceae 갈매나무과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Ⅰ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Loranthaceae 거우살이과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 Ohwi 겨우살이
Osmundaceae 고비과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Juncaceae 골풀과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Oxalis stricta L. 선괭이밥

Compositae 국화과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

Artemisia princeps Pamp. 쑥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Saussurea grandifolia Maxim. 서덜취
Parasenecio auriculatus var. kamtschatica (Maxim.) 
H.Koyama

나래박쥐나물 Ⅲ

Parasenecio auriculatus var. matsumurana Nakai 박쥐나물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
Crepidiastrum chelidoniifolium (Makino) Pak & 
Kawano

까치고들빼기

Saussurea calcicola Nakai 사창분취 ü Ⅳ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곰취 Ⅱ

Taraxacum ohwianum Kitam. 산민들레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 Hara

미역취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Carpesium divaricatum Siebold & Zucc. 긴담배풀

Ixeris stolonifera A. Gray 좀씀바귀

Carduus crispus L. 지느러미엉겅퀴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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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ster scaber Thunb. 참취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Picris hieracioides var. koreana Kitam. 쇠서나물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Cirsium setidens (Dunn) Nakai 고려엉겅퀴 ü Ⅰ

Saussurea macrolepis (Nakai) Kitam. 각시서덜취 ü

Hieracium umbellatum L. 조밥나물

Lactuca triangulata Maxim. 두메고들빼기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Makino 진득찰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Parasenecio auriculatus (DC.) J.R.Grant 귀박쥐나물 LC Ⅳ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구절초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Galium trachyspermum A. Gray 네잎갈퀴

Labiatae 꿀풀과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Lamium album var. barbatum (Siebold & Zucc.) 
Franch. & Sav.

광대수염

Isodon excisus (Maxim.) Kudo 오리방풀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Glechoma grandis (A. Gray) Kuprian. 긴병꽃풀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Isodon inflexus (Thunb.) Kudo 산박하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Teucrium viscidum var. miquelianum (Maxim.) Hara 덩굴곽향

Elsholtzia splendens Nakai ex F.Maek. 꽃향유

Mosla japonica (Benth.) Maxim. 산들깨 VU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 Hara

산골무꽃

Orchidaceae 난초과
Platanthera mandarinorum var. brachycentron 
(Franch. & Sav.) Koidz. ex Ohwi

산제비란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 183 -

<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화악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yrolaceae 노루발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Ⅱ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회나무 Ⅰ

Euonymus pauciflorus Maxim. 회목나무 Ⅱ

Euonymus macropterus Rupr. 나래회나무 Ⅱ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Ulmaceae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Ⅰ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Ulmus laciniata (Trautv.) Mayr 난티나무 Ⅲ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

개다래

Actinidia kolomikta (Maxim. & Rupr.) Maxim. 쥐다래 Ⅲ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Acer mandshuricum Maxim. 복장나무 Ⅲ

Acer komarovii Pojark. 시닥나무 Ⅲ

Acer barbinerve Maxim. 청시닥나무 Ⅲ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Ⅲ

Acer tegmentosum Maxim. 산겨릅나무 Ⅳ

Acer ukurunduense Trautv. & C.A.Mey. 부게꽃나무 Ⅲ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Euphorbiaceae 대극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초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Sedum polytr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Hylotelephium viviparum (Maxim.) H.Ohba 새끼꿩의비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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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raliaceae 두릅나무과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오갈피나무 Ⅰ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독활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nipponica Makino 부채마

Dioscorea tokoro Makino ex Miyabe 도꼬로마

Polygonaceae 마디풀과

Rumex acetosa L. 수영

Bistorta manshuriensis (Petrov ex Kom.) Kom. 범꼬리 Ⅱ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고마리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Persicaria dissitiflora (Hemsl.) H.Gross ex Mori 가시여뀌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미꾸리낚시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Fallopia dentatoalata (F.Schmidt) Holub 큰닭의덩굴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 Hara 장대여뀌

Valerianaceae 마타리과

Valeriana fauriei Briq. 쥐오줌풀

Patrinia saniculifolia Hemsl. 금마타리 LC ü Ⅲ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Patrinia scabiosifolia Fisch. ex Trevir. 마타리

Verbenaceae 마편초과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Berberis amurensis Rupr. 매발톱나무 Ⅱ

Caulophyllum robustum Maxim. 꿩의다리아재비 Ⅱ

Dryopteridaceae 면마과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Ⅱ

Guttifer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Hypericum japonicum Thunb. 애기고추나물

Oleaceae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Maxim.) 
H. Hara

개회나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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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Fraxinus mandshurica Rupr. 들메나무 Ⅰ

Syringa patula (Palib.) Nakai 털개회나무 Ⅰ

Syringa wolfii C.K.Schneid. 꽃개회나무 LC Ⅳ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Anemone raddeana Regel 꿩의바람꽃

Eranthis stellata Maxim. 너도바람꽃 LC Ⅲ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LC ü Ⅳ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복수초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흰진범 Ⅰ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눈빛승마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 Ⅲ

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회리바람꽃 Ⅳ

Clematis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ü

Actaea asiatica H. Hara 노루삼 Ⅲ

Clematis heracleifolia DC. 병조희풀 Ⅲ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꿩의다리

Clematis koreana Kom. 세잎종덩굴 LC Ⅲ

Clematis patens C.Morren & Decne. 큰꽃으아리 Ⅰ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Ⅰ

Ranunculus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ü

Aconitum ciliare DC. 놋젓가락나물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Ⅰ

Alangiaceae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Liliaceae 백합과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여로 Ⅲ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Smilacina japonica A.Gary 풀솜대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말나리 LC Ⅲ

Allium monanthum Maxim. 달래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 186 -

<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화악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Gagea lutea (L.) Ker Gawl. 중의무릇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굴레
Smilax riparia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Koyama

밀나물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금강죽대아재비 LC Ⅱ

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참여로 Ⅲ

Veratrum oxysepalum Turcz. 박새 Ⅰ

Maianthemum bifolium (L.) F.W.Schmidt 두루미꽃 Ⅱ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LC Ⅱ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얼레지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Salicaceae 버드나무과

Salix caprea L. 호랑버들

Salix gracilistyla Miq. 갯버들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ü

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키버들 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Salix rorida Laksch. 분버들 Ⅲ

Saxifragaceae 범의귀과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Ⅲ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Siebold & Zucc.) 
E.H.Wilson

산수국

Deutzia glabrata Kom. 물참대 Ⅰ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Ⅰ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Ⅰ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애기괭이눈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Ⅱ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금괭이눈 Ⅱ

Astilbe rubra Hook.f. & Thomson 노루오줌

Saxifraga octopetala Nakai 구실바위취 EN ü Ⅳ

Ribes mandshuricum (Maxim.) Kom. 까치밥나무 Ⅲ

Rodgersia podophylla A. Gray 도깨비부채 LC Ⅳ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Engl. & 
Irmsch.) Nakai

바위풀

Ribes mandshuricum f. subglabrum (Kom.) Kitag. 개앵도나무 Ⅲ

Gramineae 벼과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 187 -

<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화악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Alopecurus aequalis Sobol. 뚝새풀

Phleum pratense L. 큰조아재비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돌피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Stipa pekinensis Hance 나래새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참억새

Phalaris arundinacea L. 갈풀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Agrostis clavata Trin. 산겨이삭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Ⅰ

Impatiens textori var. koreana Nakai 흰물봉선

Iridaceae 붓꽃과

Iris minutoaurea Makino 금붓꽃 VU Ⅰ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Moraceae 뽕나무과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Morus alba L. 뽕나무

Cyperaceae 사초과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Carex bostrychostigma Maxim. 길뚝사초

Carex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polymorpha Maxim. 궁궁이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Sanicula rubriflora F.Schmidt ex Maxim. 붉은참반디 Ⅱ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Angelica dahurica (Fisch. ex Hoffm.) Benth. & 
Hook.f. ex Franch. & Sav.

구릿대

Angelica amurensis Schischk. 지리강활

Bupleurum longiradiatum Turcz. 개시호 Ⅱ

Osmorhiza aristata (Thunb.) Makino & Yabe 긴사상자

Ostericum grosseserratum (Maxim.) Kitag. 신감채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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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Cannabaceae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Lycopodiaceae 석송과

Lycopodium serratum Thunb. 뱀톱

Caryophyllaceae 석죽과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Pseudostellaria davidii (Franch.) Pax 덩굴개별꽃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Lychnis cognata Maxim. 동자꽃 Ⅱ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덩굴별꽃 Ⅰ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Pinaceae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Ⅱ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Ⅱ

Larix kaempferi (Lamb.) Carri�re 일본잎갈나무

Abies nephrolepis (Trautv. ex Maxim.) Maxim. 분비나무 Ⅲ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 소태나무

Equisetaceae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Cruciferae 십자화과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Draba nemorosa L. 꽃다지

Cardamine komarovii Nakai 는쟁이냉이 Ⅲ

Cardamine impatiens L. 싸리냉이

Arabis gemmifera (Matsum.) Makino 산장대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Arabis glabra Bernh. 장대나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Boehmeria tricuspis var. unicuspis Makino 풀거북꼬리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물통이 Ⅰ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Primula jesoana Miq. 큰앵초 Ⅱ

Papaveraceae 양귀비과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Ⅱ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 Hara) Ohwi 애기똥풀

Schisandraceae 오미자과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오미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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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Rhus javanica L. 붉나무

Gentianaceae 용담과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과남풀 LC

Gentiana zollingeri Faw. 큰구슬붕이

Halenia corniculata (L.) Cornaz 닻꽃 CR Ⅴ

Rutaceae 운향과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황벽나무 Ⅱ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Ginkgoaceae 은행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ü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백당나무 Ⅰ

Lonicera maackii (Rupr.) Maxim. 괴불나무 Ⅰ

Lonicera chrysantha Turcz. ex Ledeb. 각시괴불나무 Ⅳ
Lonicera sachalinensis (F.Schmidt) Nakai var. 
stenophylla Nakai

홍괴불나무 Ⅱ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Ⅱ

Betulaceae 자작나무과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Ⅲ

Betula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Ⅲ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Corylus sieboldiana Blume 참개암나무

Betula costata Trautv. 거제수나무 Ⅲ

Betula ermanii Cham. 사스래나무 Ⅱ

Betula chinensis Maxim. 개박달나무 Ⅲ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 Hara 자작나무

Rosaceae 장미과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C.Koch 팥배나무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padus L. 귀롱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Ⅲ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Malus baccata (L.) Borkh. 야광나무 Ⅰ

Spiraea fritschiana C.K.Schneid. 참조팝나무 Ⅲ

Sorbus commixta Hedl. 마가목 Ⅱ

Rosa acicularis Lindl. 인가목 Ⅱ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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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Geum aleppicum Jacq. 큰뱀무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쉬땅나무 Ⅲ

Potentilla yokusaina Makino 민눈양지꽃 Ⅱ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터리풀 Ⅰ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눈개승마 Ⅲ

Spiraea chamaedryfolia L. 인가목조팝나무 Ⅲ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Ⅲ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돌양지꽃 Ⅱ

Prunus davidiana (Carriere) Franch. 산복사나무 Ⅳ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Viola albida Palib. 태백제비꽃 LC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노랑제비꽃 Ⅱ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ara

남산제비꽃

Viola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VU Ⅱ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무늬족도리풀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LC Ⅱ

Geraniaceae 쥐손이풀과

Geranium koreanum Kom. 둥근이질풀 Ⅱ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Boraginaceae 지치과

Trigonotis radicans var. sericea (Maxim.) H. Hara 참꽃마리

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ex Oliv. 당개지치 Ⅲ

Symphytum officinale L. 컴프리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산앵도나무 ü Ⅲ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 털진달래

Fagaceae 참나무과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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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졸참나무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Arisaema amurense Maxim. 둥근잎천남성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앉은부채 Ⅲ

Campanulaceae 초롱꽃과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금강초롱꽃 VU ü Ⅳ

Campanula punctata Lam. 초롱꽃

Asyneuma japonicum (Miq.) Briq. 영아자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도라지모시대 DD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Thuja koraiensis Nakai 눈측백 VU Ⅴ

Cornaceae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층층나무

Cornus kousa F.Buerger ex Hance 산딸나무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Leguminosae 콩과

Maackia amurensis Rupr. 다릅나무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DC.) 
H.Ohashi

도둑놈의
갈고리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Vicia venosa var. albiflora (Turcz.) Maxim. 큰네잎갈퀴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Ohashi

새콩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Vicia amoena Fisch. ex DC. 갈퀴나물

Phrymaceae 파리풀과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Vitaceae 포도과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Tiliaceae 피나무과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Ⅱ

Scrophulariaceae 현삼과

Pedicularis resupinata L. 송이풀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Nakai) T.Yamaz. 산꼬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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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지역별 출현 식물종 현황(화악산_계속)

학 명 국 명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
특정식물종

비고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ü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토현삼 DD Ⅳ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점현호색 ü Ⅲ

Corydalis pallida (Thunb.) Pers. 괴불주머니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Ⅲ

Corydalis pauciovulata Ohwi 선괴불주머니

Chloranthaceae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아비꽃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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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연구
(자체연구, 2017 ~ 2021)

최충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탐색한 지역은 화악산 등 

16개소이며, 각시서덜취 등 총 169종, 282점의 종자를 확보하였다. 이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너도바람꽃 등 41종이며, 특산식물은 진범 등 25종이었다. 현지외 보존을 위한 효율적 실생번식을 

위하여 예냉, 층적 및 GA3 처리를 실시하였는데, 연잎꿩의다리 종자는 예냉 90일 처리구에서, 

댕댕이나무 종자는 층적 90일 처리구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눈측백 종자는 층적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섬시호의 경우 예냉 3개월×GA3 1,000ppm의 처리구에서 가장 뛰어났다. 미치광이풀 종자는 

층적처리구에서 발아율이 더 높았다. 온실 등 야외 조건에서 발아하지 않는 식물체에 대해 기내조건에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실시한 후 발아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연영초는 GA3 250ppm에 처리한 후 25℃에 

치상하였을 때 가장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게박쥐나물은 또한 15℃에서 발아율이 높았으며, 모데미풀 

종자는 15℃→5℃의 변온조건에서만 유근이 출현하였다. 삽수 등 확보된 무성증식체는 미선나무, 

정향나무 등 4종이며, 루톤 등 호르몬 처리를 실시한 결과, 산개나리, 미선나무 2종만 발근하였다. 

건조처리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를 실시한 결과, 울릉장구채 종자는 24시간 이상 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두메부추는 종자의 건조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섬쑥부쟁이 종자는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시 건조처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건조처리 

없이 초저온 동결보존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결보호제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의 경우 울릉장구채 종자는 PVS2 처리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두메부추 종자는 적정 

동결보호제는 PVS3로 판단되었다.

Ⅰ. 서  론

   지구상의 생물종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생존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500여 종류의 

자생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본소재이자 자국 

식량 안보의 핵심인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에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적으로도 유

전자원 보유국의 지위인정과 생명자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로서 CBD(생물

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등의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ABS(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세계 생명자원전쟁에 대비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이용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가 및 광역자지단체의 신(新)성장동력산업인 종자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기반으로서 종자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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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보존 및 조성 전략의 조정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은 최근 들어 산업화 및 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와 파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추세로 산림 파괴가 계속된다면 현재 동정된 식물종의 15%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어 막대한 양

의 유전자원이 소실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전자원의 소실에는 인위적, 자연적 원인 등이 있는데, 대표

적으로 서식지의 파괴, 외래식물의 도입, 토양, 수원 및 대기의 오염, 지구온난화 등을 들 수 있겠다. 종

과 산림생태계의 파괴는 궁극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의 파괴로 연결되는데, 유전적 다양성의 파괴는 자원

육성 소재의 소실을 가져오며, 이는 농업, 임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유

전자원 보존 사업이 병행되지 않는 자원육성 사업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전할 수 있다.

   식물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연구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는데, 농촌진흥청에

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설립하여 농작물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하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또한 산림

유전자원에 대해 수집, 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유전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도(道)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자원이 주를 이룬다. 중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식물유전자원에 대해 수집,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경기도 비롯 중부지역 분포하는 산림 식물유전자원의 분포를 탐색을 통해 체계적으로 밝

히고, 그들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식물유전자원의 유․무성 증식을 통해 현지외 보존을 

실시하고 자원이용체계 개발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공시재료

  경기도내 분포 주요 산지 및 설악산 등 중요 식물유전자원 분포지 및 수집 종자

2. 연구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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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요 식물유전자원 탐색 및 확보

   (1) 식물유전자원 탐색

     - 등산로 및 계곡부 중심, 개화 및 개엽시기 종 탐색 실시

   (2) 식물유전자원 확보

     - 결실기 종자 채취, 2~4월 숙지삽수, 6~8월 녹지삽수 채취

 나. 주요 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1) 종자를 이용한 실생번식

     - 예냉, 층적, 호르몬처리 등 종자 휴면타파를 위한 전처리

     - 발아유묘 포트 및 노지 이식

   (2) 접/삽목 등 무성증식

     - 미선나무 등 목본류 숙지삽 및 녹지삽 실시

     - 루톤, IBA, IAA 등 호르몬 처리

   (3)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 초저온 동결보존

     - Desiccator를 이용한 건조법, PVS2 등 동결보호제를 이용한 유리화법

     - 액체질소(-196℃) 처리 및 기내발아 조건 확립

Ⅲ. 결과 및 고찰

1. 주요 식물유전자원 탐색 및 확보

 가. 탐색지역

  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탐색한 지역은 화악산, 설악산 등 16개소이다.

 나. 종자확보

  탐색된 지역에서 각시서덜취 등 총 169종, 282점의 종자를 확보하였으며, 주요 지역별 종자확보 

내역은 표 1과 같다. 이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너도바람꽃, 황근 등 41종, 92점이며, 특산식물은 

진범, 각시서덜취 등 25종, 4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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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eeds collected in various sites

No. Collection site Collection species Remark

1 Gureumsan Mt. Viburnum erosum
2 Namhansan Mt. 2 species including Polygala tatarinowii
3 Pyeongtaek-si Prunus japonica var. nakaii
4 Gwangdeoksan Mt. 3 species including Eranthis stellata 2 rare plants

5 Ganhwa-gun Wikstroemia trichotoma Rare plants

6 Seoraksan Mt. 64 species including Saussurea macrolepis 15 rare and 3 endemic plants

7 Ulleungdo island 31 species including Allium senescens 18 rare and 4 endemic plants

8 Surisan Mt. Eranthis byunsanensis Rare plants

9 Ungilsan Mt. 7 species including Anemone raddeana 1 rare plant

10 Jungwonsan Mt. 7 species including Vicia venosa var. cuspidata 1 rare plant

11 Jirisan Mt. 4 species including Ribes mandshuricum 1 rare plant

12 Cheonmasan Mt. 10 species including Eranthis stellata 13 rare and 1 endemic plants

13 Cheongtaesan Mt. 10 species including Anemone pendulisepala 13 rare plants

14 Pyengchang-gun 6 species including Caulophyllum robustum 2 rare and 1 endemic plants

15 Hwaaksan Mt. 24 species including Bupleurum longiradiatum 7 rare and 1 endemic plants

16 Jejudo island 14 species including Pollia japonica 6 rare and 1 endemic plants

2. 주요 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가. 실생번식

  (1) 온실에서 종자 전처리에 따른 종자 발아반응 

    실생번식은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잎꿩의다리 등 

5종에 대하여 종자휴면을 타파하고 발아율 향상을 위하여 예냉, 층적 및 GA3 처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잎꿩의다리(Thalictrum coreanum)는 예냉처리에 효과적이었다(Fig. 1). 발아율의 경우, 예냉 

90일 처리구에서 86.7%로 무처리구(1.7%)에 비해 약 50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발아일수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발아율 및 발아균일지수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연잎꿩의다리의 효율적 종자발아를 

위해서 예냉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 Germination response to prechilling treatment in T. coreanum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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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나무(Lonicera caerulea var. edulis) 종자의 휴면타파 및 발아율 증진을 위하여 층적처리를 

실시한 결과(Fig. 2), 층적 90일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층적 90일 처리구의 

평균발아일수는 무처리구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발아속도 및 발아균일지수는 발아율과 

마찬가지로 층적 90일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층적 30일 및 60일 처리구는 무처리구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발아특성을 종합해볼 때 댕댕이나무의 효율적 유묘생산을 위해서는 층적 90일 

이상의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Germination response to stratification treatment in L. caerulea var. edulis seeds

    눈측백(Thuja koraiensis) 종자의 0, 40, 80, 120일간 층적처리는 발아율을 증가 시키지 

못하였다(Fig. 3). 층적 40, 80일 처리는 무처리구 보다 발아율이 낮았으며, 120일 처리는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균발아일수 또한 40, 80일 처리구에서 증가하여 발아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발아속도 역시 무처리구 보다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발아균일지수는 층적 120일 처리구에서 

무처리구 보다 약 1.2배 가량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Fig. 3. Germination response to prechilling treatment in T. koraiensis  seeds

    섬시호(Bupleurum latissimum) 종자의 전처리에 따른 발아반응을 알아보고자 예냉, 층적처리 및 

GA3 처리를 실시한 결과, 예냉 및 층적처리 기간, GA3 농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먼저, 

예냉처리의 경우 처리기간이 증가할수록 발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냉 0일 처리구에서 

65.3%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예냉 2달, 3달에 각각 60.0%, 76.6%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섬시호 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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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3 단독 처리구에서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GA3  무처리구에서 65.3%의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250~1,000ppm 처리구에서 61.3 ~ 68.0%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예냉처리와 복합처리구에서는 

무처리구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예냉 60일 처리구에서 GA3 농도가 증가할수록 발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발아율은 예냉 60일 처리×GA3 0ppm에서 60.0%이었으나 예냉 60일 처리×GA3 

1,000ppm에서 87.3%까지 증가하였다. 평균발아일수, 발아속도 및 발아균일지수는 발아율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평균발아일수는 발아율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예냉 60일 처리구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 

오랜시간 동안 발아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아속도 및 발아균일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예냉 

미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섬시호 종자의 양적 생산을 위해서는 예냉처리 및 GA3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적 생산을 위해서는 처리없이 발아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천매장 2개월 및 3개월 또한 발아율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았으나 층적 4개월의 경우 

72.7%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발아일수, 발아속도 및 발아균일지수 역시 노천매장 

처리구에서는 저조하였으며, 층적 4개월 처리구는 예냉 미처리구 보다 발아일수 및 발아속도는 

저조하였으나 발아균일지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2. Germination response to prechilling, stratification and GA3 treatment in B. latissimum 

seeds

Pretreatment GA3(ppm) PG(%) MGT(day) GR GPI

Control

0 65.3 28.0 1.20 2.36

250 68.0 28.6 1.22 2.39

500 57.3 27.6 1.06 2.10

750 63.3 27.7 1.16 2.29

1000 61.3 28.7 1.10 2.15

Prechilling
-2 months

0 60.0 77.6 0.39 0.77

250 69.3 75.8 0.46 0.91

500 64.0 75.6 0.42 0.85

750 76.0 76.7 0.50 0.99

1000 87.3 72.8 0.61 1.20

Prechilling
-3 months

0 76.7 51.9 0.74 1.48

250 69.3 52.2 0.67 1.33

500 72.0 50.4 0.72 1.43

750 62.0 50.1 0.62 1.24

1000 58.0 48.6 0.60 1.19

SUG-2 months 50.0 75.8 0.33 0.66

SUG-3 months 48.0 49.4 0.49 0.97

Stratification-4 months 72.7 33.8 0.94 2.15

PG : percent germination, MGT : mean germination time, GR : germination rate, GPI : 

germination performance index, SUG : storage under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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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종자는 GA3 처리 보다 층적 처리에서 더 발아율 증진에 

효과적이었다(Table 3). 층적 미처리구의 경우 GA3 0~1,000ppm의 농도에서 2.0~4.7%의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나 층적 60일 처리구에서는 11.3~15.3%의 발아율로 약 3~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평균발아일수의 경우 층적 및 GA3 처리 간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체적으로 층적 미처리구에서 

발아일수가 길었으며, GA3 농도가 높을수록 발아일수는 짧아졌다. 발아속도와 발아균일지수는 발아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층적 60일 처리구에서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60일까지 층적 처리의 결과로 향후 60일 이상 처리하였을 때 발아 반응을 추가 분석하여 적정 전처리 

조건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Table 3. Germination response to stratification and GA3 treatment in S. japonica seeds

Stratification 
duration (day) GA3(ppm) PG(%) MGT(day) GR GPI

0

0 2.0 16.7 0.06 0.12

250 2.7 16.3 0.08 0.17

500 4.7 16.5 0.14 0.27

750 2.7 13.0 0.10 0.21

1000 2.0 13.3 0.08 0.15

60

0 12.7 12.7 0.21 0.38

250 15.3 15.3 0.33 0.63

500 14.7 14.7 0.28 0.51

750 13.3 13.3 0.24 0.45

1000 11.3 11.3 0.19 0.36

  (2) 기내조건에서 종자 전처리에 따른 종자 발아반응

   온실 등 야외 파종 조건에서 발아하지 않는 연영초(Trillium kamtschaticum),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 및 유식물체 활착이 어려운 게박쥐나물(Cacalia 

adenostyloides)에 대해 기내조건에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실시한 후 발아시험을 진행하였다. 연영초는 

GA3 250ppm에 처리한 후 4, 15, 25℃에 각각 치상하였으며, 그 결과 25℃에서 가장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게박쥐나물은 4℃와 15℃에서 둘 다 발아하였는데, 15℃에서 더 높은 발아율을 

보여주었다(Fig. 4). 모데미풀 종자는 15℃, 25℃, 15℃→5℃, 25℃→5℃의 온도조건에 각각 

치상하였는데, 15℃→5℃의 변온조건에서만 유근이 출현하였으며 그 외 조건에서는 전혀 발아하지 

않았다(Fig. 5). 연영초, 게박쥐나물, 모데미풀은 발아율은 높지 않았으나 야외 조건에서 발아율이 매우 

저조하고 활착이 매우 불량함을 감안했을 때 기내 발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내 발아는 향후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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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 vitro germination of T. kamtschaticum and C. adenostyloides seeds in  different 

temperatures

  

Fig. 5. In vitro germination of M. saniculifolia seeds in alternative temperature

  나. 무성번식

  삽수 등 확보된 무성증식체는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산닥나무(Wikstroemia 

trichotoma), 정향나무(Syringa patula var. kamibayashii), 산개나리(Forsythia saxatilis) 등 4종이며, 

루톤 등 호르몬 처리를 채취 직후 바로 실시한 결과, 미선나무, 산개나리 2종만 발근하였으며, 나머지는 

고사하였다(Fig. 6). 향후 발근하지 않은 수종을 대상으로 채취시기 및 다양한 호르몬 처리를 통하여 

발근율 및 활착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Fig. 6. Cuttings survived of A. distichum and F. saxatilis 

 다. 종자의 초저온 동결보존

  (1) Desiccator를 이용한 건조 후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

  특산식물 울릉장구채(Silene takeshimensis)와 희귀식물 두메부추(Allium senescens)의 건조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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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분함량 및 발아율 변화는 Fig. 7, 8과 같다. 울릉장구채와 두메부추 종자 모두 건조시간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두메부추의 경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다. 발아율은 

울릉장구채와 두메부추가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울릉장구채는 건조시간에 따라 액체질소 전, 후 모두 

종자 발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두메부추는 건조시간에 따라 발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저온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 액체질소 처리 전, 후의 발아율을 확인한 결과, 

울릉장구채는 종자의 초저온 동결보존을 위하여 24시간 이상 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두메부추는 종자의 건조처리 없이 정선된 종자를 직접 액체질소에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Moisture contents and percent germination by desiccation in S. takeshimensis seeds

  

Fig. 8. Moisture contents and percent germination by desiccation in A. senescens seeds

  섬쑥부쟁이(Aster glehnii) 종자는 건조처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액체질소 처리 

전 건조시간이 증가할수록 종자 발아율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발아기간은 길어졌다. 발아속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액체질소 처리 후 발아특성 또한 처리 전과 유사하였다. 발아율 및 

발아속도는 건조처리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발아일수는 길어졌다. 섬쑥부쟁이 종자의 

경우 초저온 동결보존을 위해서 건조처리가 필수요건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었다. 다만 6시간 동안 

건조처리를 하였을 때 액체질소 침지에 따른 동결장애를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조처리에 따른 발아율 감소차이는 22.3%p이며, 액체질소 처리에 따른 동결장애로 인한 발아율 

감소차이는 13.3%p로 건조처리 피해가 더 심하므로 건조처리 없이 초저온 동결보존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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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yopreservation by desiccation of seeds in A. glehnii

Desiccation
 time (hour)

PG (%) MGT (day) GR

LNC LN LNC LN LNC LN

0 53.3 40.0 6.2 6.0 2.38 1.83 

3 45.0 31.7 7.5 7.3 1.58 1.07 

6 31.0 31.7 7.6 7.9 1.04 0.71 

12 38.3 31.7 4.9 6.1 2.22 1.34 

24 28.3 21.7 7.3 8.5 1.05 0.65 

PG : percent germination, MGT : mean germination time, GR : germination rate, LNC : liquid 

nitrogen control, LN : liquid nitrogen

  (2) 동결보호제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

  초저온 동결보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결보호제를 이용하여 종자 세포의 초저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동결보호제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는 적절한 동결보호제 처리 후 

액체질소에 침지 후 적절한 해동을 거쳐 기내에서 발아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Fig. 9). 본 

실험에서는 동결보호제로서 PVS2와 PVS3를 이용하였으며, 건조처리를 실시하였던 울릉장구채와 

두메부추에 동결보호제를 적용하여 동결보호제에 의한 초저온 동결보존을 실시하고, 건조처리와의 

차이를 관찰하였다(Fig. 10). 울릉장구채의 경우 PVS2를 처리하였을 때 액체질소 처리 전 발아율은 

94.0%이었으며, 처리 후 발아율은 70.7%로 처리 전 대비 약 24.8% 감소하였다. PVS3 처리했을 때는 

액체질소 처리 후 발아율은 처리 전에 비해 약 79.5% 감소하여 PVS2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두메부추의 경우 PVS2를 이용했을 때 액체질소 처리 전 발아율은 94.0% 이었으며, 처리 후 발아율은 

13.3%로 감소율(약 85.8%)이 현저하였다. PVS3를 이용했을 때 액체질소 처리 전, 후 각각 80.7%,  

45.3%의 발아율을 나타내어 두메부추 종자의 초저온 동결보존시 적정 동결보호제는 PVS3로 

판단되었다. 한편 앞에서 언급되었던 건조처리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울릉장구채는 

동결보호제(PVS2) 처리가 더 효과적이었으며, 두메부추는 건조처리(2시간)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Fig. 9. Seed cryopreservation by cryoprotectan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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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ercent germination of seeds of S. takeshimensis and A. senescens in cryopreservation 

by cryoprotectant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탐색한 지역은 화악산, 설악산 등 16개소이며, 각시서덜취 등 총 169종, 

282점의 종자를 확보하였다. 이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너도바람꽃 등 41종이며, 특산식물은 진범 

등 25종이었다. 

2. 실생번식은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종자휴면을 타파하고 발아율 향상을 

위하여 예냉, 층적 및 GA3 처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잎꿩의다리 종자는 예냉 90일 처리구에서, 

댕댕이나무 종자는 층적 90일 처리구에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눈측백 종자는 층적처리에 영향을 받

지 않았다. 섬시호의 경우 예냉, 층적, 노천매장 및 GA3의 복합처리를 실시하였는데, 예냉 3개월×GA3 

1,000ppm의 복합처리구에서 가장 뛰어난 발아특성을 보였다. 미치광이풀 종자는 GA3와 층적의 복합

처리에서 층적처리가 더 발아율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3. 온실 등 야외 조건에서 발아하지 않는 식물체에 대해 기내조건에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실시한 후 

발아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연영초는 GA3 250ppm에 처리한 후 25℃에 치상하였을 때 가장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게박쥐나물은 또한 15℃에서 발아율이 높았으며, 모데미풀 종자는 15℃→5℃의 변온

조건에서만 유근이 출현하였다.

4. 삽수 등 확보된 무성증식체는 미선나무, 정향나무 등 4종이며, 루톤 등 호르몬 처리를 채취 직후 바

로 실시한 결과, 산개나리, 미선나무 2종만 발근하였다.

5. 특산식물 울릉장구채와 희귀식물 두메부추의 건조처리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를 실시한 결

과, 울릉장구채 종자는 24시간 이상 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두메부추는 종자의 건

조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섬쑥부쟁이 종자 또한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

시 건조처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건조처리 없이 초저온 동결보존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6. 동결보호제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의 경우 울릉장구채 종자는 PVS2 처리가 더 효과적이었으

며, 두메부추 종자는 적정 동결보호제는 PVS3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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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배양을 통한 유용식물 증식 연구
(자체연구, 2019)

곽명철

요   약

  본 연구는 산림에서 생육하는 식물 중 소득 작물로 잠재가치가 있는 식물을 조직배양 기술을 응용하여 증식

시키고자 하였으며 정금나무 및 황칠나무를 이용하여 기내배양을 실시하였다. 

 정금나무는 기내배양 중인 개체의 뿌리에서 재분화가 가능한 캘러스를 채집할 수 있다. cytokinin종류인 

zeatin 및 2iP를 처리하면 캘러스에서 줄기가 생성되고 줄기가 2cm이상 생장하였을 때 NAA 1.0mg/l가 

처리된 1/2WPM배지에서 2주간 치상하여 뿌리를 유도하였다.  정금나무 순화는 지피포트와 원예상토를 

이용하였고 200여개체 증식하여 온실에서 생육중이다. 

  황칠나무는 WPM배지에 차콜을 처리하면 수고생장이 더디게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뿌리가 정

상적으로 발달하고 5cm 이상 생장한 황칠나무를 원예용상토에 순화하여 정삭적인 개체로 생육하였다. 

Ⅰ. 서  론

  식물은 일부 조직(혹은 세포)을 가지고 다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전형성능(totipotent)를 가진다는 특성이 

발견된 이후 조직배양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식물조직배양에 있어서 묘생산은 일반적으로 모본식물의 분열조

직의 소편을 무균조건하에 소식물체 또는 신초(shoot)로 재생시킨다. 당근을 대상으로 시작한 조직배양 시험은 

1960년대에 고급원예식물인 난에서 시작되어 현재에는 카네이션, 백합  뿐만 아니라 소나무, 아까시, 유카리 

등 식쟁용 수목 등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식물번식법으로 유성번식법 혹은 종래의 무성번식법으로 번

식이 어려운 종의 효율적인 증식법으로 인정되어 귀한 산림식물을 번식시키는데 특히 조직배양을 활용한다. 

번식이 어렵지 않은 대상의 경우에도 대량·급속 증식이 필요한 경우에 조직배양은 번식법으로 유용하다. 국내

에서도 희귀한 산림식물에 대하여 배양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유전형질이 같으면서 무병주인 표를 얻을 수 있

어 그 대상종이 다양화 되고 있다. 

  정금나무는 진달래과 식물로 열매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최근 연구결과 항

산화효과에 탁월하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종자의 발아능력 좋지 못하다. 

  황칠나무는 상록활엽성 소교목으로 관상용 또는 칠(도료)원료 생산을 위해 재배하고 있다. 황칠나무의 수액

은 옻나무 수액과 함께 옛날부터 귀하게 취급되어온 우리나라 전통 도로로 어떤 천연도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또한 뿌리는 약재로 사용 가능하여 편두통, 월경분순 등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황칠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완도, 거문도 등 남서해안과 일부도서지역에서 분포한다고 알려

져 있지만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3년간 야외 환경에서 생육한 황칠나무를 내한성 수종으로 가정하여 동일 형

질을 유지하고자 기내배양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에서 생육하는 식물 중 소득 작물로 잠재가치가 있는 식물을 선별하여 조직배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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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용하여 증식시키고자 하였으며 대상종으로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와 정금나무(Vaccinum 

oldham)를 선정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정금나무 : 기내배양중인 정금나무 식물체

  황칠나무 :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야외 생육중인 황칠나무 종자 및 조직

 

2. 실험방법

  가. 정금나무 

    ① 배지조성

     WPM(McCown Woody Plant Medium)배지 + Sucrose 3% + gelrite 0.3%처리, pH 5.6

    ② 계대배양

     동일배지를 조성하여 6주마다 계대배양 실시 

    ③ 뿌리 발근

     1/2WPM배지 + Sucrose 3% + gelrite 0.3% + NAA 1.0mg/l 2주 처리 후 NAA를 제외시킨 동일

배지 조성

    ④ 순화

     지피포트를 활용하여 4주간 순화 후 상토 이식

  가. 황칠나무 

    ① 기내배양

     2017년 가을 여주 상거동에서 채집된 황칠나무 종자를 소독하여 클린벤치 UV램프에서 건조시킨 후 

WPM에 sucrose 3%에 gelrite 0.3%를 처리한 배지에 치상하였다. 오염된 종자를 제거하고 평균 발아율

을 조사한 결과 32.3%로 조사되었고 6주 간격으로 계대배양을 실시하였다. 

     차콜의 황칠나무 생육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3개월간 생육한 황칠나무의 WPM배지에 1.0mg/l씩 처리하

였다. 차콜 처리구와 무처리별 15개체씩 치상하여 4주간 관찰하였다. 배양실 환경은 24±1℃이고 1일 백

색 LED 2,000lux에서 16시간 처리하였다.

    ② 토양순화

     6개월 기내에서 생육된 식물체가 5cm 생장하였을 때 상토에 순화를 실시하였다. 토양은 원예용 상토(식

물세계)와 피트모스와 버미큘라이트, 펄라이가 1:1:1로 배합된 상토에 각각 10개체씩 순화하였다. 순화 후 

주 3회 관수를 실시하였고 4주 후 순화율을 조사하였다. 순화실 환경은 24±1℃이고 1일 백색 LED 

1,800lux에서 16시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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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정금나무 

  정금나무는 기존 여러 실험을 통하여 조직배양으로 증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하였다. 정금나무의 절

단하지 않은 뿌리에서 상처를 내어 양질의 캘러스를 유도하고 유도된 캘러스에서 삼투압 조절과 zeatin 

및 2iP를 처리하여 줄기를 유도하고 NAA처리를 통한 뿌리유도를 통해 약 200여본의 정금나무를 생산

하였다. 

  계대배양은 6주 간격으로 진행하였으며 붉은색 LED처리 시 일부 과도하게 수고가 생장하는 경우가 

있어 백색 LED에서 증식 하였다.  

  정금나무 식물 순화는 지피포트를 이용하여 6주간 순화실 생육 후 원예상토에 이식하였고 현재 양묘

장 증식온실에서 생육하고 있다. 

 

   

  그림 1. 캘러스에서 줄기유도(좌) 및 뿌리유도(우)

   

그림 2. 양묘장 생육 정금나무

2.  황칠나무 

  종자를 이용하여 무균상태의 황칠나무 기내배양묘를 제작하였고 6주 간격으로 동일 배지로 계대배양을 실시

하였다. 또한 차콜에 의한 황칠나무 생장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WPM배지에 차콜을 1.0mg/l를 첨가하여 계

대배양 시 일부개체를 치상하였다. 차콜을 처리하지 않은 control WPM배지에서는 황칠나무의 생장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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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차콜을 처리한 WPM배지에서는 수고가 더디게 생장하였다. 차후 차콜의 영향이 황칠나무 기내배양에

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황칠나무 토양순화는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된 5cm길이의 식물체를 수돗물에 여러번 세척하여 배치를 털

어낸 후 원예용 상토에 10본 이식하였다. 10본 모두 정상적인 개체로 생육하였고 현재 온실에서 생육중이다. 

   

그림 3. WPM control배지(좌)와 차콜을 처리(우)한 개체 생장 비교

 

그림 5. 토양 순화중인 황칠나무 조직배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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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정금나무는 기내배양 중인 개체의 뿌리에서 재분화가 가능한 캘러스를 채집할 수 있다. 

2. cytokinin종류인 zeatin 및 2iP를 처리하면 캘러스에서 줄기가 생성되고 줄기가 2cm이상 생장하였을 

때 NAA 1.0mg/l가 처리된 1/2WPM배지에서 2주간 치상하여 뿌리를 유도하였다. 

3. 정금나무 순화는 지피포트와 원예상토를 이용하였고 200여개체 증식하여 온실에서 생육중이다. 

4. 황칠나무는 WPM배지에 차콜을 처리하면 수고생장이 더디게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5cm 이상 생장한 황칠나무를 원예용상토에 순화하여 정상적인 개체로 

생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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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배양을 통한 희귀 및 특산식물 증식 연구
(자체연구, 2019)

곽명철

요   약

  본 연구는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식물의 보존 및 증식을 위한 배암나무 및 보호수 후계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내 증식을 실시하였다.  

 배암나무 체세포배 유도를 위해 WPM배지에 2,4-D 1.0mg/l + BA 0.5mg/l를 처리하여 6주간 캘러스를 유도 

후 식물생장호르몬의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L-glutamine 1.0mg/l을 처리한 결과 선행연구(2018년 연구결과) 보다 

체세포배가 3배가량 증가하였다. WPM배지에 체세포배를 치상하여 관찰한 결과 체세포배 생성 시 높은 삼투압 농

도로 조정된 건조스트레스로 인하여 2주 후부터 갈변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액체배지를 제작

하여 재분화 중인 식물체 상단에 살포한 결과 정상적인 개체로 발달 되었다. 5cm이상 생장한 배암나무를 유리 

배양병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수돗물에 젤라이트를 제거한 다음 원예용 포트(직경 10cm)에 순화를 실시하였다. 

순화실에서 6주간 투명 아크릴을 이용한 수분 조절을 한 결과 90~100% 생존하였다. 일부 식물에 따라 일부 과

수화가 진행된 개체라 할지라도 토양순화 후에는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화묘의 생장은 4주 후

에 잎의 개수가 평균 8.7, 줄기의 길이는 9.4cm로 비교적 균일하게 생장하였다. 

 2018년 도복된 영통 느티나무 보호수의 후계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러진 가지 끝 잎눈을 채집하여 액아배양을 

실시한 결과 재유령화 과정에서 실패되어 2019년 3월 2차 실험을 위해 도복된 느티나무 주변 맹아지에서 액아

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느티나무 맹아 잎눈은 물꽂이를 실시한 결과 10일 후 눈이 부풀어 오르고 잎이 생성된 

후 소독 후 150개의 신초로 시험관에 치상한 결과 오염율른 46.6%로 조사되었다. 활력 유지를 위해 WPM배제에 

차콜을 처리하였는데 무처리구에 비해 잎의 크기와 활력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목의 재유령화를 위해 

BA를 4주 간격으로 0.2mg/l씩 처리하여 뿌리생장 및 세포분화에 도움이 되었고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한 

8cm이상의 개체를 20개체 순화한 결과 모두 생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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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림생태계의 피해가 급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의한 아름다운 구상나무림이 쇠퇴하고 예기치 않은 병충해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들이 멸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이에 멸종위기의 산림자원을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하여 복제․증식하는 것은 기존의 육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림유전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배암나무는 한국이 원산지인 식물로 2006년 환경부에 의해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3급으로 지정되었다. 중국 

동북부(백두산 일대), 일본 홋카이도, 북한 고산지대에서 매우 드물게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설악산(대천봉 일

대)에서만 약 300개체(추정) 이하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이어서 현재까지 번식

방법 및 식물 활용 등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수원 영통 보호수 느티나무는 2018년 6월 26일 폭우에 의하여 지상부가 절도(絕倒) 및 도복하여 동일한 유전

자를 보유한 후계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 내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의 종자를 수집하여 기내배양기술로 보존, 증식하여 자생지 

복구 및 현지외 보존을 위한 식물생산을 목표로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배암나무, 느티나무

 

2. 연구방법

  가. 배암나무

    ① 체세포배 유도

     - 시료채집 : 설악산 12,000m고지에서 자생하는 배암나무 줄기 및 잎 채집

     - 소독 및 조제 : 채집된 잎과 줄기는 에탄올 70% 30초, NaClO 2% 1분 30초 침지 

        후 멸균수 5회 이상 세척, 클린벤치 내의 UV램프에서 20분 이상 건조

     - 배지조성 : MS + sucrose 3% + gelrite 0.4% + pH 5.7 + L-glutamine 1.0mg/l 

                  2,4-D 0, 0.5, 1.0, 3.0mg/l

                  2,4-D 1.0mg/l + BA 0.3, 0.5, 1.0, 2.0mg/l

     - 치상 : 1개 페트리디쉬 당 6절편 치상, 3반복 실시

     - 치상 후 8주후 캘러스 유도율 조사

    ② 재분화

     - 배지조성 : MS + sucrose 4% + gelrite 0.5% + L-glutamine 1.0mg/l + pH 5.7

     - 치상 : 배양병(CB400) 및 prtridish 체세포배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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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순화

     - 원예상토 30개체 순화 실시

     - 순화 1개월 후 순화율 조사 

    ④ 기내 생장 실험

     ◾ 생장조절제별 생장

      - 배지조성 : MS + sucrose 3% + gelrite 0.4% + pH 5.7

                  BA 0.3, 0.5 mg/l

      - 치상 : 체세포배에서 정상적으로 재분화 된 1cm의 배암나무 식물체

                배양병(CB400) 당 3개체 치상 3반복

      - 치상 8주 후 생장 조사

    ◾ 배지조성별 생장

      - 배지조성 : WPM + sucrose 3% + gelrite 0.3% + pH 5.7

                   WPM + sucrose 3% + agar 0.8% + pH 5.7 + BA 0.1mg/l

                   1/2WPM + sucrose 2% + gelrite 0.3% + pH 5.7

                   1/2WPM + sucrose 2% + gelrite 0.3% + pH 5.7 + BA 0.1mg/l

       - 치상 : 체세포배에서 정상적으로 재분화 된 1cm의 배암나무 식물체

                배지 조건별 배양병(CB400) 당 3개체 치상 4반복

       - 치상 8주 후 잎 개수, 줄기길이, 근원경 조사

  나. 느티나무

    ① 액아배양

     - 시료채집 : 도복된 수원 영통 느티나무 보호수 가지 채집

     - 액아유도 : 채집된 느티나무 시료는 순화실에 물꽃이 실시

                  주 2회 70%에탄올 분무

                  0.5cm이상 발달된 액아 절취

     - 시료소독 : 채집된 액아는 에탄올 70% 40초, NaClO 2% 2분 침지 후 클린벤치 UV램프 4시간 건조, 멸

균수 5회 이상 

     - 배지조성 : WPM + sucrose 3% + gelrite 0.3% + pH 5.7

     - 시험관 50개 치상(오염상태 모니터링)

    ② 기내배양

     - 배지조성 :  WPM + sucrose 3% + gelrite 0.4% + pH 5.7

                 차콜 + BA 0.2mg/l (4주 간격)

    ③ 토양순화

     - 원예상토 순화(식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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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양병 8cm이상 생장 개체, 뿌리 10개 이상 생성 개체

     - 포트 순화(직경 10cm)

     - 4주간 투명 아크릴 이용 습도 유지

     - 8주간 순화실 생육 

Ⅲ. 결과 및 고찰

 

 1. 배암나무

  선행연구 결과 배암나무의 엽병을 이용한 캘러스 유도가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2018년) 기내배양 중인 배암나

무의 엽병을 이용하여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WPM배지에 2,4-D 1.0mg/l + BA 0.5mg/l를 처리하여 6주간 캘러

스를 유도 하였다. 이후 4주 간격 2회 캘러스 계대배양을 실시하여 부피가 4.0㎤의 캘러스 20개가 되도록 제작

하였다. 발생된 캘러스는 체세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식물생장호르몬의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L-glutamine 

1.0mg/l을 처리한 결과 체세포배가 3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1. 배암나무 체세포배 유도 결과(글루타민 처리)

       처리구

반복
WPM WPM+L-glutamine 비고 

1 40 45

2 30 97

3 15 74

4 14 65

5 30 52

6 22 47

평균 25.2 ± 10.0 63.3 ± 19.9

 

그림 1. 배암나무 체세포배 유도 L-glutamine 무처리(좌) 및 처리(우) 



- 213 -

  이는 아미노산 계열의 글루타민이 식물에 구성되는 단백질의 활성을 도와 물질 흡수를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고 알려져 있다. 체세포배 유도 시 글루타민을 추가함으로서 생장조절물질(호르몬)의 흡수를 증가시켜 체세포배

의 생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체세포배의 재분화를 위하여 생장조절물질을 제거한 동일 WPM배지에 체세포배를 치상하여 관찰한 결과 체세

포배 생성 시 높은 삼투압 농도로 조정된 건조스트레스로 인하여 2주 후부터 갈변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동일한 액체배지를 제작하여 재분화 중인 식물체 상단에 살포하였다. 이결과 식물체는 뿌리 줄기 잎이 정상적으

로 생육하여 원예용상토에 순화를 실시하였다.  

 

그림 2. 건조스트레스에 의한 갈변(좌) 및 액체배지 살포(우) 

  

그림 3. 포트에서 순화중인 배암나무

  선행연구에서 BA를 저농도로 처리하였을 경우 배암나무의 뿌리 생육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

상적인 개체로 발생한 배암나무에 0.1mg/l의 BA를 처리하였다. 앞서 글루타민을 처리한 실험군과 무처리의 대조

군 모두 정상적인 개체로 성장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차이가 없었다. 차후 글루타민이을 활용한 기내배양의 식물

생장 효과 및 증식효능에 대한 추가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cm이상 생장한 배암나무를 유리 배양병에

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수돗물에 젤라이트를 제거한 다음 원예용 포트(직경 10cm)에 순화를 실시하였다. 순화실

에서 6주간 투명 아크릴을 이용한 수분 조절을 한 결과 90~100% 생존하였다. 특히 식물에 따라 일부 과수화가 

진행된 개체라 할지라도 토양순화 후에는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화묘의 생장은 4주 후에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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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가 평균 8.7, 줄기의 길이는 9.4cm로 비교적 균일하게 생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암나무는 엽병을 이용한 체세포배 유도 증식 방법이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이며 증식법 또한 효

과적으로 사료된다. 희귀식물의 경우 자생지에서 적은양의 시료 및 종자를 채집하여 개체수를 증식하는 방법으로

는 조직배양을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무성증식법의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산업화에 이용하면 신 조경

수로서의 전망도 밝다고 사료된다.  

 2. 느티나무

  2018년 도복된 영통 느티나무 보호수의 후계목 생산을 위해 부러진 나뭇가지의 끝 생장점을 채잽하여 액아배

양을 실시하였다. 노거수의 특성상 일반 수목보다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오염율(90%이상)

과 오래된 식물세포의 영향으로 기내식물체 제작이 까다로웠고 제작된 일부 개체에서 IBA호르몬을 처리하여 뿌

리까지 발생시켰지만 이후 재유령화 실패로 고사되었다. 

  2019년 3월 도복된 느티나무 주변에서 발생된 맹아지를 채집하여 2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목의 

뿌리쪽에서 발생한 기관일수록 세포의 연령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과 마찬가지로 채잽된 맹아는 

물꽃이를 실시하여 순화실에 보관하였다. 순화실에서 10일 후 눈이 부풀어 오르고 잎이 생성되기 바로 전 에탄

올로 소독된 삽목가위를 이용하여 채취 후 에탄올과 2%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하여 균을 소독하였다. 초대배양

으로 150개의 신초를 시험관에 치상하였고 그중 70개의 무균개체를 생산하였다. 오염률은 46.6%로 선행연구 시 

조사되었던 69.1%보다 낮게 나왔다. 또한 일부 활력유지를 위해 차콜을 처리한 배지에 치상하였는데 차콜을 처

리하지 않은 배지보다 잎의 크기와 활력도가 좋은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그림 4. 초대배양 후 차콜 무처리(좌) 및 처리구(우)

  차콜 처리로 활력도가 좋아진 느티나무 신초를 IBA 0.1mg/l처리하여 뿌리를 유도하였다. 노령목이니 만큼 저

농도 호르몬을 처리하여 스트래스를 최소화 하였고 호르몬 처리 4주 후 무처리 WPM에 차콜이 혼합된 배지로 

계대배양 하였다. 또한 재유령화 및 뿌리 생장에 도움을 주는 cytokinin인 BA를 4주 간격으로 0.2mg/l씩 처리하

였다. BA 처리결과 뿌리의 성장이 빠르고 세력이 강해진 것이 확연히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배지 위로 뿌리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기내에서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생육한 개체 중 길이가 8cm이상 뿌리가 10개 이상 발생된 

개체 20개체를 원예상토를 활용하여 토양순화 실시하였다. 삽목상자(35×50×18cm) 내에 직경 10cm 포트에 이식

한 느티나무 개체를 10개씩 담아 6주간 투명 아크릴을 아용하여 습도 유지 후 야외 환경에 적응 시켰다. 순화 

실시 후 8주간 고사율은 0%이었고 20개체 모두 생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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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느티나무 보호수 기내배양 

 

     

그림 6. 느티나무 순화묘

 수원시 보호수 피해목 보존 협의회(2019. 9. 20.)에 느티나무 후계목 5본이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인계되고 

잔여본은 양묘장 및 온실에서 생육중이다. 

Ⅳ. 결   론

1.  배암나무 체세포배 유도를 위해 WPM배지에 2,4-D 1.0mg/l + BA 0.5mg/l를 처리하여 6주간 캘러스를 유

도 후 식물생장호르몬의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L-glutamine 1.0mg/l을 처리한 결과 선행연구(2018년 연구결

과) 보다 체세포배가 3배가량 증가하였다. 

2.  배암나무 WPM배지에 체세포배를 치상하여 관찰한 결과 체세포배 생성 시 높은 삼투압 농도로 조정된 건조

스트레스로 인하여 2주 후부터 갈변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액체배지를 제작하여 재분화 

중인 식물체 상단에 살포한 결과 정상적인 개체로 발달 되었다. 

3.  5cm이상 생장한 배암나무를 유리 배양병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수돗물에 젤라이트를 제거한 다음 원예용 

포트(직경 10cm)에 순화를 실시하였다. 순화실에서 6주간 투명 아크릴을 이용한 수분 조절을 한 결과 

90~100% 생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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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암나무 식물에 따라 일부 과수화가 진행된 개체라 할지라도 토양순화 후에는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화묘의 생장은 4주 후에 잎의 개수가 평균 8.7, 줄기의 길이는 9.4cm로 비교적 균일하게 생장하

였다. 

5.  2018년 도복된 영통 느티나무 보호수의 후계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러진 가지 끝 잎눈을 채집하여 액아배

양을 실시한 결과 재유령화 과정에서 실패되어 2019년 3월 2차 실험을 위해 도복된 느티나무 주변 맹아지

에서 액아를 채집하였다. 

6.  채집된 느티나무 맹아 잎눈은 물꽂이를 실시한 결과 10일 후 눈이 부풀어 오르고 잎이 생성된 후 소독 후 

150개의 신초로 시험관에 치상한 결과 오염율른 46.6%로 조사되었다.  

7.  활력 유지를 위해 WPM배제에 차콜을 처리하였는데 무처리구에 비해 잎의 크기와 활력도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8.  느티나무 노령목의 재유령화를 위해 BA를 4주 간격으로 0.2mg/l씩 처리하여 뿌리생장 및 세포분화에 도움이 

되었고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한 8cm이상의 개체를 20개체 순화한 결과 모두 생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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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장기생태 정보 활용방안 연구
(자체연구, 2010～2019)

이서희

요   약

  본 연구는 산림생태계의 장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계절성(phenology)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속 반복적인 개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 

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월평균기온과 생물 계절성을 비교했을 때, 2015년 1월 기온이 가장 높자 백목

련, 귀룽나무, 팥배나무, 조팝나무, 칠엽수, 때죽나무, 0고광나무, 모감주나무의 개화시기(3~6월)도 모니터링 

기간 중 가장 빨랐다. 2016년 4~5월 기온이 가장 높자 철쭉, 귀룽나무, 황매화, 박태기나무, 이팝나무, 고광

나무, 산딸나무의 개화시기(4~5월)도 6년 중 가장 빨랐으며, 2018년 3월 기온이 가장 높자 수수꽃다리, 귀룽

나무, 황매화의 개화시기(4월)도 빨라졌다. 

Ⅰ. 서 론

  계절 변화를 반영해 나타나는 식물계절은 시간경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그 시기가 결정

된다. 식물의 개화 및 개엽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는 온도, 수분, 광 등인데, 특히 겨울 및 봄철의 온도가 

가장 민감한 요인이다.(Lee and Ho, 2003; 성주한, 2003, Chmielewski et al., 2004) Chmielewski et 

al.,(2004)의 연구에 따르면 2~4월 평균 기온 1℃ 증가는 수목의 개화시기를 약 5일 빠르게 하였다. 특히 

Lee and Ho(2003)는 봄철 개화시기가 이른 수종일수록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하며 겨울철 기온이 1℃ 증가함

에 따라서 수종별 개화 시기는 10일까지 빨라질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매년 동일 시기에 반복적으로 동일 표준목을 대상으로 개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반도 산림

생태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산림생태계의 장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계

절성(phenology)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지 및 표본목 선정

  가.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 내 22개 수종(풍년화, 산수유, 백목련, 생강나무, 진달

래, 왕벚나무, 조팝나무, 팥배나무, 이팝나무, 수수꽃다리, 미선나무, 황매화, 박태기나무, 고광나무, 귀룽나

무, 때죽나무, 철쭉, 산딸나무, 모감주나무, 칠엽수, 신갈나무, 졸참나무)을 조사하였다.

  나. 표본목의 경우 2014년부터 동일 개체를 지정하여 지속·반복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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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물 계절 변화 관찰

  가. 대상수종의 전경, 주요가지, 꽃눈을 촬영하고 개화 정도에 따라 %로 야장에 기록하였다. 

  나. 꽃의 개화 기준은 아래 표(표 1.)와 같다. 

표 1. 개화모니터링 조사항목 및 기준

  다. 대상수종의 전경, 주요가지, 잎눈을 촬영하고 잎눈파열시기 및 개엽시기를 기록하였다.

 3. 환경 요인 분석

  기상청 날씨누리의 지상관측자료 중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수원 유인관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기상자료는 월평균기온, 일조시간, 최심신적설

량, 강수량, 평균습도,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을 수집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개화모니터링

  2019년 수종별 개화-만개-낙화일은 아래 표(표 2-1,2.)와 같다. 개화 전 꽃눈파열시기부터 낙화종료시기

까지의 과정은 그림(그림 1-1)로 정리하였다.

구     분 기     준

개     화

○초화일 : 최초 꽃 핀 시기

          (완전히 핀 꽃이 한 개라도 출현한 날)

○수관의 30% 이상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꽃봉오리를 싸고 있는 녹색 인편이 벗겨지면서 꽃잎의 90%이상 보이는 상태

○산수유, 조팝나무 등 꽃차례의 열개(裂開)와 개화가 구분되는 수종

  -각 꽃차례의 2/3 이상 개화가 전개된 것이 수관의 30% 이상이 되는 시기 

만     개 수관의 95% 이상 꽃이 만개한 시기

낙     화
○시작 : 꽃의 10%이상 꽃잎 색이 변하고 시들고 떨어지는 시작하는 시기

○종료 : 꽃이 95% 이상 마르거나 떨어지는 시기

개 화 기 간 개화시작부터 낙화 종료까지의 기간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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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19년 수종별 개화-만개-낙화일

표 2-2. 2019년 수종별 개화-만개-낙화일

수종
귀룽

나무

박태기

나무
철쭉

팥배

나무

산딸

나무
칠엽수

이팝

나무

고광

나무

때죽

나무

모감주

나무

개화 4. 19 4. 22 4.26 5. 5 5. 26 5. 4 5. 10 - 5. 20 6.21

만개 4. 23 4. 29 4.29 5. 10 6. 5 5. 16 5. 20 - 5. 24 7.5

낙화 5. 2 5. 14 5.7 5. 17 6. 10 5. 25 5. 28 - 5. 28 7.16

풍년화

꽃눈파열시기 (1/2) 개화시작시기 (1/15) 낙화종료시기 (4/10)

생강나무

꽃눈파열시기 (2/26) 개화시작시기 (3/11) 낙화종료시기 (4/17)

산수유

꽃눈파열시기 (2/26) 개화시작시기 (3/19) 낙화종료시기 (4/15)

수종 풍년화
생강

나무
산수유 진달래

미선

나무
백목련

왕벚

나무
황매화

수수

꽃다리

조팝

나무

개화 1. 15 3. 11 3. 19 3. 27 3. 26 4. 6 4. 9 4. 13 4. 9 4. 20

만개 2. 27 3. 29 4. 5 4. 8 4. 5 4. 11 4. 17 4. 22 4. 24 4. 24

낙화 4. 10 4. 17 4. 15 4. 23 4. 19 4. 18 4. 23 4. 29 5. 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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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

꽃눈파열시기 (3/11) 개화시작시기 (3/26) 낙화종료시기 (4/19)

진달래

꽃눈파열시기 (3/11) 개화시작시기 (3/27) 낙화종료시기 (4/23)

백목련

꽃눈파열시기 (3/19) 개화시작시기 (4/6) 낙화종료시기 (4/18)

왕벚나무

꽃눈파열시기 (4/5) 개화시작시기 (4/9) 낙화종료시기 (4/23)

황매화

꽃눈파열시기 (4/7) 개화시작시기 (4/13) 낙화종료시기 (4/29)

수수꽃다리

꽃눈파열시기 (3/11) 개화시작시기 (4/9) 낙화종료시기 (5/13)

귀룽나무

꽃눈파열시기 (4/12) 개화시작시기 (4/19) 낙화종료시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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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팝나무

꽃눈파열시기 (4/15) 개화시작시기 (4/20) 낙화종료시기 (5/28)

박태기나무

꽃눈파열시기 (4/12) 개화시작시기 (4/22) 낙화종료시기 (5/14)

팥배나무

꽃눈파열시기 (4/23) 개화시작시기 (5/5) 낙화종료시기 (5/17)

칠엽수

꽃눈파열시기 (4/29) 개화시작시기 (5/4) 낙화종료시기 (5/25)

이팝나무

꽃눈파열시기 (5/7) 개화시작시기 (5/10) 낙화종료시기 (5/28)

때죽나무

꽃눈파열시기 (5/7) 개화시작시기 (5/20) 낙화종료시기 (5/28)

산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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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9년 수종별 꽃눈파열시기-개화시작시기-낙화종료시기

  각 사유에 따른 조사대상종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수목원 내 진행한 전정에 따라 고광

나무의 꽃눈을 상실하여 생식기관 관찰이 불가능 하였다. 2020년에는 전정하지 않을만한 위치의 조사대상종

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팝나무는 주변 군락에 비해 생물계절성이 특이성을 띄는데, 상대적으로 잎이 적고 

꽃이 많아 조사대상종의 대표성이 우려된다. 모감주나무는 주변 교목 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일조량이 

낮고 상태가 불량하다. 2020년에는 장기생태모니터링의 경우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으로 

편입되어 조사 수행할 예정이다. 금년 철쭉의 개화율이 0%로 꽃눈이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조팝나무는 겹

조팝나무로 의심되어 재동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2014년~2019년 동안 조사지의 수종별 개화-만개-낙화일 변화는 아래 그림(그림 2-1)과 같다.

꽃눈파열시기 (5/22) 개화시작시기 (5/26) 낙화종료시기 (6/10)

모감주나무

꽃눈파열시기 (6/17) 개화시작시기 (6/21) 낙화종료시기 (7/16)

풍년화

1

생강나무

산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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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

진달래

백목련

왕벚나무

황매화

수수꽃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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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룽나무

조팝나무

박태기나무

철쭉

팥배나무

칠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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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6년 간 수종별 개화-만개-낙화일 변화 그래프

  개화부터 낙화까지 생물계절성이 진행되는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지난 6년 간 평균일수 대비 2019년에는 

풍년화 6일, 생강나무 4일, 산수유 2일, 미선나무 4일, 수수꽃다리 4일, 박태기나무 1일 증가하였고 진달래 

–2일, 백목련 –1일, 왕벚나무 –1일, 황매화 –2일, 귀룽나무 –3일, 조팝나무 –7일, 철쭉 –4일, 팥배나무 –2일, 

칠엽수 –1일, 때죽나무 –7일, 산딸나무 –5일, 모감주나무 –3일 감소하였다.

2. 환경요인 변화

  조사지의 2014년~2019년 1~4월 월평균기온 변화는 아래 그림(그림 3-1.)과 같다.

이팝나무

때죽나무

고광나무

※ 특이사항 : 

2019년 꽃눈없음

산딸나무

모감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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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6년 간 1~4월 월평균기온 변화 그래프

  1~4월의 월평균기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1,2월에는 두드러지는 온도상승을 

보였다. 2018년 대비 2019년 1월 2.5℃, 2월 2.4℃ 상승하였고 반면 3월 –1.3℃, 4월 –0.9℃ 하락하였다.  

그림 3-2. 6년 간 1~3월 최심신적설 변화 그래프

  ‘신적설’이란 어떤 정해진 시간(6시간 또는 24시간)에 내려 쌓인 눈의 높이를 말하는데 2019년의 경우 지

난 6년 간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다. 특히 1~3월 최심신적설량은 2014년 10.3cm으로 가장 높고 2019년 

4cm으로 가장 낮았다. 

2. 식물계절 변화

  조사대상종 표본목 중 개화시기가 가장 이른 종은 풍년화로 1월 중순이었다. 다음으로 3월 중·하순 생강

나무, 산수유, 산수유, 미선나무, 진달래, 4월 백목련, 왕벚나무, 수수꽃다리, 황매화, 귀룽나무, 조팝나무, 박

태기나무 순이었다. 5월에는 칠엽수, 팥배나무, 이팝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가 차례로 개화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6월 하순 모감주나무가 개화하였다.

  Chmielewski et al.,(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1,2월의 온도상승이 두드러지는 2018년 대비 2019년의 개

화시기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풍년화, 생강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칠엽수, 모감주나무, 철쭉 등이 1~6일 빨

라졌고 그 외 표준목은 동일하거나 최대 9일까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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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온과 식물계절 변화의 연관성

  지난 6년 간 월평균기온과 생물 계절성을 비교했을 때, 2015년 1월 기온이 가장 높자 백목련, 귀룽나무, 

팥배나무, 조팝나무, 칠엽수, 때죽나무, 고광나무, 모감주나무의 개화시기(3~6월)도 모니터링 기간 중 가장 

빨랐다. 2016년 4~5월 기온이 가장 높자 철쭉, 귀룽나무, 황매화, 박태기나무, 이팝나무, 고광나무, 산딸나무

의 개화시기(4~5월)도 6년 중 가장 빨랐으며, 2018년 3월 기온이 가장 높자 수수꽃다리, 귀룽나무, 황매화의 

개화시기(4월)도 빨라졌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산림생태계의 장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계절성(phenology)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 반복적인 개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반도 산림생태계 

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 내 20개 수종(풍년화, 산수유, 백목련, 생강나무, 진달래, 왕

벚나무, 조팝나무, 팥배나무, 이팝나무, 수수꽃다리, 미선나무, 황매화, 박태기나무, 고광나무, 귀룽나무, 때죽

나무, 철쭉, 산딸나무, 모감주나무, 칠엽수)을 조사하였으며, 표본목의 경우 2014년부터 동일시기에 지속·반

복 관찰하였다.

  조사대상종 표본목 중 개화시기가 가장 이른 종은 풍년화로 1월 중순이었다. 다음으로 3월 중·하순 생강

나무, 산수유, 산수유, 미선나무, 진달래, 4월 백목련, 왕벚나무, 수수꽃다리, 황매화, 귀룽나무, 조팝나무, 박

태기나무 순이었다. 5월에는 칠엽수, 팥배나무, 이팝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가 차례로 개화하였으며 마지막

으로 6월 하순 모감주나무가 개화하였다.

  Chmielewski et al.,(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1,2월의 온도상승이 두드러지는 2018년 대비 2019년의 개

화시기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풍년화, 생강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칠엽수, 모감주나무, 철쭉 등이 1~6일 빨

라졌고 그 외 표준목은 동일하거나 최대 9일까지 늦어졌다. 

  지난 6년 간 월평균기온과 생물 계절성을 비교했을 때, 2015년 1월 기온이 가장 높자 백목련, 귀룽나무, 

팥배나무, 조팝나무, 칠엽수, 때죽나무, 고광나무, 모감주나무의 개화시기(3~6월)도 모니터링 기간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2016년 4~5월 기온이 가장 높자 철쭉, 귀룽나무, 황매화, 박태기나무, 이팝나무, 고광나무, 

산딸나무의 개화시기(4~5월)도 6년 중 가장 빨랐으며, 2018년 3월 기온이 가장 높자 수수꽃다리, 귀룽나무, 

황매화의 개화시기(4월)도 빨라졌다.

  이틀 통하여 개화시기 직전의 온도가 개화의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미기상 기후를 관측할 수 있는 별도의 기상장치가 없어(기존 

장치 고장) 기상청 날씨누리 수원 유인관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진행하고 

있던 생물계절성 연구인 기후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보전․적응 연구사업과 중복되는 수종이 많고, 개화 뿐 

아니라 개엽, 낙화 등 전체적인 생물계절성 연구로 확대하여 보기 위해 기후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보전적

응으로 편입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 228 -

Ⅴ. 참고문헌

1. 기상청 날씨누리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2. 임종환, 김선희, 박찬열, 권태성, 양희문, 조재형, 최형태, 이임균, 김찬수, 그 외 다수. 지구환경변화에 대

응한 장기생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3. 이호승, 김진희, 윤진일. 최근의 봄꽃 개화 추이와 2014년 개화시기의 혼란.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v.16 no.4, 2014년, pp.396 – 402

4. 김진희, 천정화, 윤진일. 신 기후변화시나리오 조건에서 한반도 봄꽃 개화일 전망.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v.15 no.1, 2013년, pp.50 - 58

5. 조현길, 안태원. 미기후 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차이.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v.22 no.3, 2008년, pp.221 – 229 

6. 이종화, 강인식. 서울의 기온변화 경향 및 봄 꽃 개화시기 변화에 대한 확률적 접근. 대한지리학회 2005

년도 춘계학술대회 2005 May 12, 2005년, pp.213 - 215  

7. 성주한(2003) 환경변화와 수목의 생리적 특성(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수목진단센터, ‘수목진단 및 방

제기술’Ⅳ 65-86), 춘천.

8. Lee, E.J. and C.H.Ho(2003) Climate change and earlier spring in Seoul. Produceedings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ure and Society in the Changing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pp. 12-17.

9. 조현길(2008) 미기후 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차이,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3) 221~229.

10. Chemielewski, F.M., A. Muller, and E. Bruns(2004) Climate changes and trends in phenology of 

fruit trees and field crops in Germany, 1961-2000.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y 121:69-78. 



- 229 -

국내 수생습지식물 야생종 생물다양성 확보
(국립수목원 위탁연구)

배 찬 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파주시 영중면, 연천군 미산면, 포천시 관인면, 고성군 죽왕면, 토성면, 양양군 강현면, 삼척시 

신기면, 상주시 중동면, 포항시 청하면, 양산시 동면, 부산시 금정국, 기장군, 신안군 압해읍, 제주도 등을 

포함한 전국에서 수생습지식물을 탐색하여 56분류군, 1,334개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식물은 22분류군의 

희귀식물과 1분류군의 특산식물을 포함한다. 희귀식물로는 CR등급의 검은별고사리, 남가새, 대구돌나물, 덩

굴모밀, 등포풀, 큰바늘꽃, EN등급의 갯활량나무, 거센털마리꽃, 물까치수염, 진퍼리까치수염, 키큰산국, 

VU등급의 끈끈이주걱, 등에풀, 물꼬리풀, 애기물꽈리아재비, 큰방울새란, LC등급의 낚시돌풀, DD등급의 

개대황, 갯봄맞이, 둥근잎택사, 붉은골풀아재비가 수집되었으며 특산식물로는 털박하가 수집되었다.

Ⅰ. 서  론

  지구 생명현상의 기본요소인 물은 지구표면의 71%를 덮고 있으며, 하천과 호수 그리고 습지를 이룬

다. 습지는 불투수성 내지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생성된 지역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추고 다

양한 생명체를 키우는 완벽한 하나의 생태계이다. 이러한 보전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람사르

협약을 통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의 등록된 람사르습지는 22곳에 이른다.

  수생식물과 습지식물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하나의 “계(system)”의 구성원으로 함께 그 다양성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과 습지의 면적은 자연적인 천이과정,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수생습지식물은 중요한 생명자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CBD, GSPC, ABS 등 국제협약의 시행으로 생물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야생종에 대한 생물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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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과제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19년 5월 2일 ~ 12월 13일(7개월)

 나. 공간적 범위: 대한민국 전역

 다. 내용적 범위

  1) 대상종: 둥근잎택사 등 311분류군

  2) 수집목표: 50분류군 1,000개체 이상

  3) 서식처 환경조사: 조사구 선정, 생육환경, 출현종 조사 및 화상자료 촬영(원경, 근경) 

표 1. 대상식물 목록

구분 국명

희귀식물

40분류군

강부추, 개대황, 개벼룩, 개연꽃, 개질경이, 고추냉이, 기생꽃, 끈끈이귀개, 

끈끈이주걱, 나도씨눈란, 대구돌나물, 대암사초, 대흥란, 둥근잎택사, 들통발, 등에풀, 

등포풀, 무엽란, 물꼬리풀, 물석송, 물잔디, 방풍, 버들금불초, 버들바늘꽃, 

벼룩아재비, 북통발, 분홍바늘꽃, 비로용담, 애기물꽈리아재비, 유전마름, 

작은황새풀, 제비동자꽃, 좀마디거머리말, 좊은잎흑삼릉, 창포, 청닭의난초, 

큰고추나물, 큰물통이, 큰방울새란, 해오라비난초

특산식물

16분류군

개수양버들, 능수버들, 섬거북꼬리, 세잎개발나물, 애기이삭사초, 유전마름, 

점현호색, 좀마디거머리말, 제주고추나물, 제주물부추, 제주큰물통이, 조이삭사초, 

좀께묵, 진범, 큰뚝사초, 한라물부추

그 외 

255분류군

가는가래, 가는마디꽃, 가는바디, 가는잎쐐기풀, 가솔송, 가지곡정초, 각시석남, 갈대, 

갈풀, 갑산포아풀, 강활, 개구리미나리, 개구리밥, 개구리자리, 개물통이, 개미자리, 

개별꽃, 개보리, 개쇠뜨기, 개수염, 개쉽싸리, 개쑥부쟁이, 개씀배, 개여뀌, 개키버들, 

개통발, 갯개미자리, 갯골풀, 갯그령, 갯꾸러미풀, 갯는쟁이, 갯메꽃, 갯무, 

갯방동사니, 갯버들, 갯보리, 갯봄맞이, 갯씀바귀, 갯완두, 갯조풀, 거머리말, 

검은개수염, 검정곡정초, 검정말, 게바다말, 겨풀, 고비, 고추나물, 골풀, 골풀아재비, 

구릿대, 구슬갓, 냉이, 구와말, 궁궁이, 금혼초, 기생꽃, 긴미꾸리낚시, 긴사상자, 

긴잎오이풀, 꼬마부들, 나도겨이삭, 나도겨풀, 나문재, 나사말, 나사줄말, 나자스말, 

날개골풀, 남개연, 남방개, 냉초, 넓은잎개수염, 넓은잎말, 넓은잎미꾸리낚시, 

네귀쓴풀, 네마름, 네모골, 노랑물봉선, 눈갯버들, 눈비녀골풀, 대택사초, 도랭이피, 

등포잎가래, 뚜껑덩굴, 마디꽃, 마름, 만주애기마름, 말, 말즘, 머리카락말, 멸가치, 

모시물통이, 묏미나리, 물개구리밥, 물고랭이, 물냉이, 물레나물, 물마름, 물매화, 

물별, 물별이끼, 물봉선, 물삿갓사초, 물쑥, 물억새, 물오리나무, 물옥잠, 물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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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수집

 가. 대상식물의 수집: 개체 및 증식재료 확보

 나. 현지내 개체군의 유지에 필요한 개체수 유지

 다. 수집식물의 증식 및 관리:  유·무성 번식을 통한 수량 확보와 관리

물참대, 물칭개나물, 물통이, 물푸레나무, 물피, 물황철나무, 미나리, 미나리냉이, 

민나자스말, 민매화마름, 바늘골, 바늘꽃, 바늘사초, 바디나물, 방동사니대가리, 

밭뚝외풀, 버드나무, 벌사초, 별꽃풀, 보풀, 부레옥잠, 부채괴불이끼, 부처꽃, 

북방흑삼릉, 분개구리밥, 붕어마름, 비술나무, 뿔말, 산물통이, 산외, 삿갓사초, 

새방울사초, 새섬매자기, 새양버들, 새우가래, 새우말, 석잠풀, 석창포, 선가래, 

선물수세미, 선버들, 선연리초, 세마디꽃, 세수염마름, 소귀나물, 소엽풀, 속속이풀, 

솔잎가래, 솔잎사초, 솔장다리, 쇠서나물, 수거머리말, 수련, 숙은노루오줌, 

시베리아잠자리피, 신감채, 신나무, 실개수염, 실말, 실별꽃, 실통발, 알방동사니, 

애기거머리말, 애기골풀, 애기바늘사초, 애기봄맞이, 애기부들, 애기수련, 

애기쐐기풀, 양주좀개수염, 어리연꽃, 어항마름, 억새, 여뀌바늘, 연꽃, 연리초, 

오성붕어마름, 올방개아재비, 올챙이고랭이, 올챙이풀, 왕거머리말, 왕골, 

왕삿갓사초, 왜개연꽃, 왜광대수염, 왜방풍, 원산바늘골, 육절보리풀, 음양고비, 

이삭물수세미, 이삭사초, 잠자리난초, 제주물부추, 좀가래, 좀개구리밥, 좀겨풀, 

좀고양이수염, 좀네모골, 좀물뚝새, 좀보리사초, 좁은잎말, 줄, 줄말, 중국물부추, 

지채, 진들검정사초, 진땅고추풀, 집사초, 참골풀, 참비녀골풀, 참비비추, 참삿갓사초, 

참억새, 참오글잎버들, 처녀바디, 처진물봉선, 청나래고사리, 청비녀골풀, 콩제비꽃, 

큰가래, 큰개수염, 큰는쟁 이냉이, 큰매자기, 큰물칭개나물, 큰바늘꽃, 큰부들, 

타래사초, 털개구리미나리, 털석잠풀, 털여뀌, 톱니나자스말, 통보리사초, 파대가리, 

포기거머리말, 포평마름, 푸른갯 풀, 푸른방동사니, 푸른하늘지기, 피, 한마디꽃, 

해란초, 화태석남, 황새냉이, 흰꼬리 사초, 흰물봉선, 흰바디나물, 흰여뀌

계 311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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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 및 수집

 가. 대상지 개황

  본 과제의 대상지인 대한민국은 아시아대륙의 동안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영토를 가지고 

있어 온대, 난대 그리고 아고산지역과 냉대의 식생을 나타내고 변성암, 화강암, 퇴적암과 화산암 등 

다양한 지질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산지와 평지를 거쳐 3면의 바다를 만나면서 다양한 식물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는 2003년부터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속식물의 분포를 조사하여 

560여개소에서 2,600여 분류군을 확인하였고, 현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자생식물 4,176종과 

귀화식물 321종을 포함하여 국내에 4,500여종의 식물이 생육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나. 조사 내역

  (1) 조사기간: 2019. 5. 2. ~ 11. 23.

  (2) 조사지역

   가) 포천시: 관인면

   나) 연천군: 미산면

   다) 파주시: 영중면

   라) 고성군: 죽왕면, 토성면

   마) 양양군: 강현면

   바) 삼척시: 신기면

   사) 상주시: 중동면

   아) 포항시: 청하면

   자) 양산시: 동면

   차) 부산시: 금정구, 기장군

   카) 신안군: 압해읍

   타) 제주도: 제주시

<그림 1>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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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식물 분포

  본 과제의 조사구에서 출현한 식물은 83과 221속 356종종 1아종 39변종 3품종 총356분류군이었으며, 

희귀식물로는 거문도닥나무(CR), 검은별고사리(CR), 남가새(CR), 대구돌나물(CR), 덩굴모밀(CR), 

등포풀(CR), 자주땅귀개(CR), 큰바늘꽃(CR), 갯대추나무(EN), 갯활량나물(EN), 거센털꽃마리(EN), 

께묵(EN), 물까치수염(EN), 진퍼리까치수염(EN), 키큰산국(EN), 가시딸기(VU), 끈끈이주걱(VU), 

등에풀(VU), 땅귀개(VU), 물꼬리풀(VU), 물잔디(VU), 산토끼꽃(VU), 순채(VU), 애기물꽈리아재비(VU), 

옹굿나물(VU), 큰방울새란(VU), 갯방풍(LC), 낙지다리(LC), 낚시돌풀(LC), 솜양지꽃(LC), 이삭귀개(LC), 

창포(LC), 개대황(DD), 갯봄맞이(DD), 둥근잎택사(DD), 벗풀(DD), 벼룩아재비(DD), 붉은골풀아재비(DD) 

등 38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특산식물로는 키버들, 털박하, 해변싸리 등 3분류군이 출현하였다.   

 라. 수집식물 현황

    본 조사에서 수집된 식물은 25과 42속 45종 11변종 56분류군이며, 희귀식물로는 검은별고사리(CR), 

남가새(CR), 대구돌나물(CR), 덩굴모밀(CR), 등포풀(CR), 큰바늘꽃(CR), 갯활량나물(EN), 

거센털꽃마리(EN), 물까치수염(EN), 진퍼리까치수염(EN), 키큰산국(EN), 끈끈이주걱(VU), 등에풀(VU), 

물꼬리풀(VU), 물잔디(VU), 애기물꽈리아재비(VU), 큰방울새란(VU), 낚시돌풀(LC), 개대황(DD), 

갯봄맞이(DD), 둥근잎택사(DD), 벼룩아재비(DD), 붉은골풀아재비(DD) 등 23분류군이 출현하였으며, 

특산식물로는 털박하 1분류군이 수집되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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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집식물 목록

번
호 국명 학명 희귀 특산

1 가는마디꽃 Rotala pusilla Tul.

2 가시개올미 Scleria rugosa R.Br.

3 가지금불초 Inula britannica var. ramosa Kom.

4 개감수 Euphorbia sieboldiana Morren & Decne.

5 개대황 Rumex longifolius DC. DD

6 갯방동사니 Cyperus polystachyos Rottb.

7 갯봄맞이 Glaux maritima var. obtusifolia Fernald DD

8 갯하늘지기 Fimbristylis ferruginea var. sieboldii (Miq.) Ohwi

9 갯활량나물 Thermopsis lupinoides (L.) Link EN

10 거센털꽃마리 Trigonotis radicans (Turcz.) Steven EN

11 검은별고사리 Thelypteris interrupta (Willd.) K.Iwats. CR

12 고양이수염 Rhynchospora chinensis Nees & Mey. ex Nees

13 곡정초 Eriocaulon sieboldianum Siebold & Zucc.

14 골풀아재비 Rhynchospora faberi C.B.Clarke

15 구슬사초 Carex orbicularis var. brachylepis Kuk.

16 끈끈이주걱 Drosera rotundifolia L. VU

17 나래송이고랭이 Scirpus mucronata var. tatarana (Honda) Yashiro

18 낚시돌풀 Hedyotis biflora var. parvifolia Hook. & Arn. LC

19 남가새 Tribulus terrestris L. CR

20 네모골 Eleocharis tetraquetra Nees

21 대구돌나물 Tillaea aquatica L. CR

22 덩굴모밀 Persicaria chinensis (L.) Nakai CR

23 둥근잎택사 Caldesia parnassifolia (Bassi ex L.) Parl. DD

24 등에풀 Dopatrium junceum (Roxb.) Ham. ex Benth. VU

25 등포풀 Limosella aquatica L. CR

26 물까치수염 Lysimachia leucantha Miq. EN

27 물꼬리풀 Dysophylla stellata (Lour.) Benth. VU

28 물마디꽃 Rotala leptopetala var. littorea (Miq.) Koehne

번
호 국명 학명 희귀 특산

29 물벼룩이자리 Elatine triandra Schk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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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물잔디 Pseudoraphis ukishiba Ohwi VU

31 바늘꽃 Epilobium pyrricholophum Franch. & Sav.

32 반달콩제비꽃 Viola verecunda var. semilunaris Maxim.

33 방동사니아재비 Cyperus cyperoides (L.) Kuntze

34 벼룩아재비 Mitrasacme alsinoides R.Br. DD

35 붉은골풀아재비 Rhynchospora rubra (Lour.) Makino DD

36 소엽풀 Limnophila aromatica (Lam.) Merr.

37 수원고랭이 Scirpus wallichii Nees

38 애기개올미 Scleria caricina (R.Br.) Benth.

39 애기물꽈리아재비 Mimulus tenellus Bunge VU

40 애기봄맞이 Androsace filiformis Retz.

41 왕골 Cyperus exaltatus var. iwasakii T.Koyama

42 왕잔디 Zoysia macrostachya Franch. & Sav.

43 좀가지풀 Lysimachia japonica Thunb.

44 좀개수염 Eriocaulon decemflorum Maxim.

45 좀고양이수염 Rhynchospora fujiiana Makino

46 좀짚신나물 Agrimonia pilosa var. nipponica (Koidz.) Kitamura

47 진땅고추풀 Deinostema violacea (Maxim.) T.Yamaz.

48 진퍼리까치수염 Lysimachia fortunei Maxim. EN

49 참방동사니 Cyperus iria L.

50 큰개수염 Eriocaulon hondoense Satake

51 큰바늘꽃 Epilobium hirsutum L. CR

52 큰방울새란 Pogonia japonica Rchb.f. VU

53 키큰산국 Leucanthemella linearis (Matsum.) Tzvelev EN

54 털박하 Mentha arvensis var. barbata (Nakai) W.T.Lee 특산

55 파대가리 Kyllinga brevifolia Rottb.

56 피막이 Hydrocotyle sibthorpioides 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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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집식물의 조사지별 분포 및 환경조사

  (1) 등포풀, 대구돌나물

   가) 서식지: 부산시 금정구 선동 철마천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부산시 금정구 선동 철마천 내 선동수원지 층적토양에 있다. 5월경 갈수기와 11월 ~ 2월 

겨울동안 수면위로 대상종의 자생지가 노출된다. 바람과 햇빛이 매우 양호하며 국내 최대자생지로 생각되는 

등포풀의 생활주기가 매우 짧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33m의 평탄한 습원이며 수관이 열려있고, 유기물이 풍부한 점토질의 토양으로 이루

어진 곳이다. 교목층은 발달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갯버들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등포풀을 우점종으로 

하여 대구돌나물, 애기봄맞이, 문모초, 큰물칭개나물, 날개골풀, 개여뀌, 여뀌, 풀솜나물, 고마리, 소리쟁이, 

매자기, 애기수영, 쇠털골, 개소시랑개비, 솜양지꽃, 다닥냉이, 골풀, 창포, 사마귀풀, 미국실새삼, 환삼덩굴, 

육절보리풀, 미나리아재비, 미국가막사리, 단풍잎돼지풀, 물별이끼, 도꼬마리, 마디꽃, 가는마디꽃, 물벼룩이

자리 등이 출현한다.

등포풀 대구돌나물

<그림 2> 등포풀, 대구돌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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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센털마리꽃

   가) 서식지: 부산시 금정구 선동 호두술산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부산시 금정구 선동 호두술산 북동사면 계곡부 묵논자리에 위치한다. 관목 및 아관목으로 둘러

싸인 곳으로 바람은 약하고, 햇빛은 비교적 양호하다. 자생지 옆으로 계류가 흘러 수분공급이 원활하다. 등산로에

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등산로 확장시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10m의 사면 하부이며 경사도 2°의 부엽층이 발달하고 토양유기물이 있는 흑색산

림토양과 점토질이 혼합된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교목층에는 신갈나무 소나무 등이 나타나며, 관목층에는 청미래덩굴이 우점하며 해변싸리, 쪽동

백나무, 찔레꽃, 조록싸리, 산검양옻나무, 사위질빵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거센털꽃마리, 골등골나물, 

주름조개풀, 쑥, 흰털고사리, 지네고사리, 처녀고사리, 벋음씀바귀, 참억새, 쉽싸리, 가는잎족제비고사리, 진고

사리, 으아리, 전퍼리새 등이 출현한다. 

거센털꽃마리 자생지

<그림 3> 거센털꽃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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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키큰산국, 큰방울새란

   가) 서식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범어사 청련암에서 북서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1.9km떨어진 곳에 위

치한다. 과거 수량이 풍부한 습지였으나 금정산 터널 개통 이후 수량이 줄어 육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570m의 남동사면의 하부에 위치하는 경사 2°의 초원지대이다. 수관은 울폐되지 않고, 

부엽층이 발달하고 유기물이 아주 많은 양토질의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상종은 분산되어 분포되어 있

다.

      교목층에는 소나무가 있고, 관목층에는 국수나무와 해변싸리가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키큰산국, 큰방

울새란, 진퍼리새, 끈끈이주걱, 고양이수염, 좀고양이수염, 숫잔대, 물솜방망이, 오이풀, 좀고추나물, 잠자리난

초, 방울고랭이, 고추나물, 큰물레나물, 기장대풀 등이 출현한다.

키큰산국 키큰산국 자생지

큰방울새란 큰방울새란 자생지

<그림 

4> 키큰산국, 큰방울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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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둥근잎택사

   가) 서식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나) 서식지 개황

      조사된 서식지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의 덕천삼거리 회전교차로 남측에 있는 약 2,000㎡의 습지이

다. 주변에는 체육시설과 정자, 느티나무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로보다 높은 제방으로 습지가 보이지는 

않으나 체육시설이 있는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243m의 평탄지의 습원이며 부엽층과 발달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점토질의 토양으

로 이루어진 곳이다. 

      교목층은 발달하지 않고 관목층에는 참느릅나무가 우점하여 느티나무, 버드나무, 돌가시나무, 까마귀

쪽나무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둥근잎택사, 창포, 수련, 큰고랭이, 물꼬챙이골, 송이고랭이, 노랑어리연꽃, 

순채, 여뀌, 노랑꽃창포, 사마귀풀, 미나리, 이삭사초, 갯무, 살갈퀴, 솔잎미나리, 피막이, 비녀골풀, 가락지나

물, 말똥비름, 비수리, 주름잎, 땅채송화, 쑥, 서양금혼초, 좁은잎미꾸리낚시, 미나리아재비, 거북꼬리, 소엽맥

문동, 사위질빵, 비쭈기나무, 넓은잎외잎쑥, 갯강활, 돼지풀 등이 출현한다.

둥근잎택사 자생지

<그림 5> 둥근잎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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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퍼리까치수염

   가) 서식지: 부산시 금정구 호두술산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부산시 금정구 호두술산 북동사면 계곡부 묵논지형이며, 1,000여 개체가 자생한다. 주변에 

키가 큰 교목과 관목으로 둘려싸여 있으며, 물억새 군락과 함께 관찰된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07m의 사면 하부의 약한 경사지에 위치한 습원이며, 부엽층이 발달하고, 유기물

이 풍부한 점토질의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대상종은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에 졸참나무가 분포하고, 관목층에는 산철쭉, 쪽동백나무, 찔레꽃, 댕댕이덩굴, 해변싸리, 비목나

무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진퍼리까치수염, 지네고사리, 물억새, 쉽싸리, 참마, 벋음씀바귀, 주름조개풀, 

진퍼리새, 가는잎족제비싸리, 쑥, 골풀, 흰털고사리, 검양옻나무, 골등골나물 등이 출현한다.

진퍼리까치수염 자생지

<그림 6> 진퍼리까치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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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물벼룩이자리, 피막이, 소엽풀, 큰개수염

   가) 서식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남쪽경계 도로변의 약 2,800㎡ 규모의 습지이다. 크고 작은 

5개의 습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순채도 자생하는 곳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19m이며, 평탄지형의 습원이다. 부엽층이 약간 발달하고 유기물이 많은 점토질

의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에 대상종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참느릅나무, 까마귀머루, 산달기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물벼

룩이자리, 피막이, 소엽풀, 큰개수염, 수련, 순채, 좁은잎미꾸리낚시, 골풀, 주름잎, 마름, 어리연꽃, 돌콩, 등심

붓꽃, 물억새, 가락지나물, 골풀, 배암차즈기, 토끼풀, 개구리미나리, 가막사리, 쑥, 띠, 쇠털골, 왕비늘사초, 미

나리, 좀고추나물, 눈여뀌바늘, 쇠무릎, 말똥비름, 조개풀, 개망초, 수염가래꽃, 창포, 고마리, 송이고랭이, 

부들, 서양금혼초 등이 출현한다.

물벼룩이자리 피막이

소엽풀 자생지 전경

<그림 7> 물벼룩이자리, 피막이, 소엽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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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은별고사리, 좀가지풀

   가) 서식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북동해안 조간대와 도로 사이에 접한 습지에 위치한다. 비교적 바람이 

강한 곳이지만 주변 암벽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형 안에서 갯대추나무와 함께 3곳 이상에서 많은 개체수

가 관찰된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m의 해변 평탄습원이며, 부엽층이 있고 유기물이 많은 점토질의 토양으로 이루어

진 곳이다. 대상종은 서식지내에서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갯대추나무, 사스레피나무, 실거리나무, 동백나무, 돌가시나무, 우묵

사스레피 등의 난대수종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검은별고사리, 참억새, 참골무꽃, 솜양지곷, 좀가지풀 등 단순한 

종 조성을 나타낸다. 

검은별고사리 좀가지풀

자생지

<그림 8> 검은별고사리, 좀가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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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덩굴모밀

   가) 서식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제주도 남원읍 하례리 효돈천 하류 감귤받 돌담 부근의 자생지와 효동천 말단 좌측 해변에 

위치하며 개체수는 많은 편이다. 이전에 쇠소깍유원지 주차장 윗부분에도 자생지가 있었지만 주차장 확장으

로 훼손되어 몇 개체만 남아있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3m의 해변 절벽부근이며 부엽층의 발달이 약하고, 유기물도 많지 않은 양토질 토양에 

위치한다. 조사지 내에서 대상종은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에는 종가시나무가 나타나고, 관목층에는 우묵사스레피를 우점종으로 곰솔, 까마귀쪽나무, 비쭈기

나무, 예덕나무, 종가시나무, 인동덩굴, 송악, 칡, 마삭줄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덩굴모밀, 장딸기, 쇠무

릎, 닭의장풀, 개망초, 쑥, 계요등, 미국쑥부쟁이, 왕고들빼기 등이 출현한다. 

덩굴모밀 자생지

<그림 9> 덩굴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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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물꼬리풀

   가) 서식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모구리오름과 동오름 중간 도로변의 약 700㎡규모의 작은 

습지에 위치한다. 흑색화산회토(점토질)과 현무암이 바닥을 이루고 있고, 인근 작은 습지가 매립되고 있어 훼손

의 우려가 높은 곳이다.

 

   나)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46m의 평탄한 습원이며 부엽층이 발달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점토질의 토양으로 이루

어진 곳이다. 대상종은 서식지에서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사스레피나무를 우점으로 장구밤나무, 예덕나무, 팔손이, 우묵

사스레피, 후박나무, 광나무, 까마귀쪽나무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물꼬리풀, 부처꽃, 좀송이고랭이, 택사, 고

마리, 사마귀풀, 찔레꽃, 미꾸리낚시, 가막사리, 개쑥부쟁이, 기장대풀, 쑥, 개모시풀, 별날개골풀, 골풀, 가락지

나물, 가래, 병풀, 피막이, 큰개수염 등이 출현한다.

물꼬리풀 자생지

<그림 10> 물꼬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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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물까치수염, 좀짚신나물

   가) 서식지: 제주시 구좌읍 송다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제주시 구좌읍 송다리 거미오름 서북사면 아래 평탄지 내 약 5,000㎡ 규모의 습지에 위치한

다. 사방이 오름으로 둘러 싸여있고, 현무암 암반 위 10cm미만의 토심을 가지는 지형으로 물까치수염 

100여개체와 소엽풀이 있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231m의 초원형 습원으로 평탄하며 부엽층이 거의 없고, 유기물도 발달하지 않았다. 

대상종은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관목층에는 찔레꽃, 돌가시나무, 인동덩굴, 쥐똥나무, 꾸지뽕나무, 사위질

빵, 가시딸기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물까치수염, 좀짚신나물, 소엽풀, 기장대풀, 개발나물, 돼지풀, 서양

금혼초, 골풀, 피막이, 띠, 개쑥부쟁이, 날개골풀, 질경이, 토끼풀, 개모시풀, 고사리, 개망초, 조아재비, 화살사

초, 잔디, 좀송이고랭이, 창포, 바위채송화, 가막사리, 사마귀풀, 쥐깨풀, 쇠털골, 물꼬챙이골, 쑥, 제비꽃, 

참마, 향등골나물, 개미탑, 솔나물, 비수리, 엉겅퀴 등이 출현한다.

물까치수염 좀짚신나물

자생지

<그림 11> 물까치수염, 좀짚신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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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애기봄맞이, 구슬사초, 반달콩제비꽃

   가) 서식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임진강변 주상절리 하부 강옆에 위치한다. 모래와 점토가 혼합된 토양

사이에 현무암 덩어리가 혼재되어 있고, 집중호우 때에는 물속에 잠기는 지형이다. 인근 주상절리 절벽에는 

분홍장구채가 자생한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38m의 하천옆 평탄지이며 부엽층과 유기물이 없는 양토와 점토가 혼합된 토양으로 이루

어진 곳이다. 대상종은 골고루 분포한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갯버들, 버드나무, 산뽕나무, 더위지기, 키버들 등이 출현한다. 초본

층에는 반달콩제비꽃, 애기봄맞이, 구슬사초, 비쑥, 바보여뀌, 쇠뜨기, 쐐기풀, 물쑥, 참소리쟁이, 물칭개나물, 

고마리, 속속이풀, 가는갈퀴, 메귀리, 큰메꽃, 큰닭의덩굴, 미국가막사리, 주홍서나물 등이 출현한다.

애기봄맞이 반달콩제비꽃

구슬사초 자생지

<그림 

12> 애기봄맞이, 반달콩제비꽃, 구슬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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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애기물꽈리아재비, 개감수

   가) 서식지: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임진강과 황공천이 만나는 하부지점의 하중도에 위치한다. 주변에 물억

새 군락이 발달되어 있고, 장마철에 침수되는 지역이다. 

   다) 자생지 특성

      서식지는 해발고 20m의 하천변 평탄지이며 부엽층의 발달과 유기물의 퇴적이 약한 곳이다. 자생지 

토양은 모래, 굵은 자갈과 점토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다. 대상종은 자생지에서 분산형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과 관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초본층에는 애기물꽈리아재비, 개감수, 유럽강아지풀, 개여뀌, 매듭

풀, 쑥, 미국가막사리, 명아주, 물피, 참소리쟁이, 개갓냉이, 주홍서나물, 갯실새삼, 갈퀴나물, 메귀리, 토끼풀, 

구슬사초, 말냉이, 물쑥, 비쑥, 환삼덩굴, 가시박, 참외, 쐐기풀 등이 출현한다. 

애기물꽈리아재비 개감수

자생지

<그림 13> 애기물꽈리아재비, 개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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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왕잔디

   가) 서식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해변 모래에 약 3㎡의 자생지가 있다. 송지호에서 바다로 유입

되는 송지호교 하부 모래사장에 약 100여개체가 자생하고 있으며, 주변은 군의 철책이 있어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3m의 해변 모래밭이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곰솔과 해당화가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왕잔디, 갯잔디, 갯그령, 

갯메꽃, 갯방풍, 해란초, 갯씀바귀 등이 출현한다.

왕잔디 자생지

<그림 14> 왕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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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바늘꽃, 끈끈이주걱

   가) 서식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의 약 170㎡ 규모의 산지습지에 위치한다. 죽성리 포구와 대변항

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의 중간에 있으며, 인근에는 부산꼬리풀 자생지가 위치한다. 이 곳 산지습지는 이탄층이 

발달하여 깊이 40cm정도이며 물별이끼도 자생하고 있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8m의 해안에서 멀지 않은 사면에 위치하며, 산지형 습지이다. 대상종은 골고루 분포

한다. 

      교목층이 없고 관목층에는 곰솔, 거문도닥나무, 청미래덩굴, 산초나무, 낙상홍(식재), 해변싸리 등이 출현

한다. 초본층에는 바늘꽃, 끈끈이주걱, 개미탑, 좀고추나물, 진퍼리새, 물별이끼, 고마리, 사마귀풀, 개발나물, 

날개골풀, 원추리, 오이풀 등이 출현한다.

바늘꽃 끈끈이주걱

자생지

<그림 15> 바늘꽃, 끈끈이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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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큰바늘꽃, 개대황

   가) 서식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무릉천변에 있다. 남쪽에는 시멘트 공장이 있고, 인근 야산은 

석회암 채굴이 진행되어서 자생지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지만, 큰바늘꽃의 높이가 2m에 이르며 비교적 안정

적으로 생육하고 있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06m의 하천변이며 수관이 울폐되어 있지 않고 경사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부엽층

이 발달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양토로 이루어진 곳으로 석회암과 모래 등의 층적토가 혼합된 곳이다.

      교목층은 발달하지 않고, 관목층에는 버드나무가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큰바늘꽃, 개대황, 산토끼꽃, 소리

쟁이, 개망초, 질경이, 환삼덩굴, 큰각시취, 쑥, 개모시풀, 물칭개나물, 산층층이, 박하, 비쑥, 좀깨잎나무, 감국, 서

양민들레, 유럽나도냉이, 벋음씀바귀, 박주가리 등이 출현한다. 

큰바늘꽃 개대황

<그림 16> 큰바늘꽃, 개대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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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갯봄맞이

   가) 서식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송지호 동남쪽 호수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수심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주변에는 멸종위기식물 제비붓꽃이 출현하며, 송지호는 수원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3m의 호수옆 습원이다. 수관이 울폐되지 않고, 부엽층이 있고 유기물이 있는 모래와 

점토가 혼합된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족제비싸리가 나타난다. 초본층에는 갯봄맞이, 갈대, 금불초, 

눈양지꽃, 갯쇠보리, 개망초, 털부처꽃 등이 출현한다. 

갯봄맞이 자생지

<그림 17> 갯봄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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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갯활량나물

   가) 서식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강원도 양양군 전진리 낙산비치호텔 주차장 동쪽 경사지 하부와 해안의 중간에 위치한다. 대부

분의 해변과 마찬가지로 훼손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으며, 개체수가 50개 미만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9m의 사면 상부에 위치하며 수관이 울폐되지 않고 경사가 30°인 곳으로, 퇴적층 부스

러기와 양토로 구성된 약습의 토양이다. 주차장에서 5m 떨어진 해안에 위치하며 자생지 훼손 가능성이 크

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가죽나무, 돌가시나무, 인동덩굴, 담쟁이덩굴, 줄딸기, 곰솔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갯활량나물, 왕고들빼기, 참억새, 개미취, 서양민들레, 술패랭이꽃, 마, 개고사리, 쑥, 갯청사

초, 갯장대, 갯질경 등이 출현한다.

 

갯활량나물 자생지

<그림 18> 갯활량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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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남가새

   가) 서식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1리 마을회관 주변의 모래밭에 위치한다. 차량과 사람의 통행으로 답압

이 심한 곳에 대상종이 밀집하고 있다. 5㎡규모의 파편화된 자생지가 6개소 정도 있으며 해수욕장 상가 주변

에서 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식물체를 제거하고 있어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 14m의 해변으로 부엽층과 유기물이 거의 없는 사토로 이루어진 곳이다. 자생지에서 분산

형으로 분포하고 있다. 

      교목층과 관목층은 발달하지 않으며, 초본층에는 남가새, 갯메꽃, 다닥냉이, 서양민들레, 갯잔디, 미국

가막사리, 질경이, 쑥, 매듭풀 등이 출현한다.

남가새 자생지

<그림. 19> 남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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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좀개수염, 참방동사니

   가) 서식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가)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에 위치한 150㎡규모의 습지이다. 인근의 묵논 습지에 대하여 

조사 및 수집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축사가 만들어지면서 다양성이 높고 꼬마잠자리가 자생하는 습지가 훼손

되었다. 

   나)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덕암산(황금산)의 계곡부의 해발99m에 위치한다. 수관이 열려있는 평탄한 지형에 부엽층

과 유기물이 발달하였으며, 점토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교목층에는 소나무가 출현하며, 관목층에는 왕버들, 꼬리조팝나무, 사위질빵, 청가시덩굴, 산초나무, 버드

나무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좀개수염, 참방동사니, 수염가래꽃, 논뚝외풀, 부들, 줄, 고마리, 미나리, 참

억새, 부처꽃, 한련초, 사마귀풀 등이 출현한다.

좀개수염 참방동사니

자생지

<그림 20> 좀개수염, 참방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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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네모골

   가) 서식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의 경작지 배수로에 위치한다. 북쪽에는 천진천, 남쪽에는 천진

호가 위치하며, 낮은 산림과 평야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주기적으로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이며 이에 따른 자생지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1m의 평탄지 습원이며, 수관이 열려있고 경사가 없으며 부엽층과 유기물이 발달한 

점토질의 토양이다. 

      교목층에는 소나무가 있고, 관목층에는 산딸기, 산초나무, 아까시나무, 인동덩굴, 댕댕이덩굴 등이 분포

한다. 초본층에는 네모골, 좀물뚝새, 골등골나물, 사마귀풀, 미꾸리낚시, 고마리, 참억새, 조개풀, 쑥, 독활, 애

기쉽싸리, 송이고랭이, 보풀, 그늘사초, 미국가막사리, 개피, 좁쌀풀, 마타리, 이삭사초, 물꼬챙이골, 골풀 

등이 출현한다.

네모골 자생지

<그림 21> 네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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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나래송이고랭이, 곡정초, 진땅고추풀, 물마디꽃, 파대가리

   가) 서식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의 3번국도와 경의선 철도 중간에 위치한 군훈련장 내에 드문

드문 생성된 습지에 위치한다. 현무암 대지 상부에 붉은 점토층이 퇴적되어 습지가 형성된 지역이며 수생습지

식물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군인들과 장비들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77m의 평탄지 습원이다. 목본식물이 거의 출현하지 않으며, 부엽층과 유기물이 있는 

점토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대상식물은 조사지내에서 종별로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고, 관목층에 버드나무가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나래송이고랭이, 물마디꽃, 곡정

초, 진땅고추풀, 파대가리, 좁은잎미꾸리낚시, 물참새피, 물뚝새, 미국쑥부쟁이, 물달개비, 쇠털골, 미국가막사

리, 금강아지풀, 조개풀, 차풀, 질경이, 쥐깨풀, 좀물뚝새, 고마리, 개미취, 질경이택사, 하늘지기, 괭이사

초, 비녀골풀, 사마귀풀, 택사, 방동사니대가리, 백령풀, 가락지나물, 나도개피, 부들, 애기부들, 수염가래꽃, 

매듭풀, 바랭이, 개기장, 병아리방동사니, 기장대풀, 자귀풀, 참방동사니, 등에풀, 바람하늘지기, 실새삼, 옹굿

나물 등이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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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송이고랭이 곡정초

진땅고추풀 물마디꽃

파대가리 자생지

<그림 22> 나래송이고랭이, 곡정초, 진땅고추풀, 물마디꽃, 파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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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물잔디, 등에풀

   가) 서식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의 3번국도와 경의선 철도 중간에 위치한 군훈련장 내에 드문

드문 생성된 습지에 위치한다. 현무암 대지 상부에 붉은 점토층이 퇴적되어 습지가 형성된 지역이며 수생습

지식물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군인들과 장비들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77m의 평탄지 습원이다. 목본식물이 거의 출현하지 않으며, 부엽층과 유기물이 있는 

점토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대상식물은 조사지내에서 종별로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고, 관목층에 족제비싸리가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물잔디, 등에풀, 미국쑥부쟁

이, 수크령, 미꾸리낚시, 골풀, 금강아지풀, 개기장, 기장대풀, 가락지나물, 곡정초, 나도개피, 괭이사초, 쇠치

기풀, 개여뀌, 쥐깨풀, 뺑쑥 등이 출현한다.

물잔디 등에풀

자생지

<그림 23> 물잔디, 등에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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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왕골

   가) 서식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영평천변 오가교와 금수정의 중간의 우측 하천변에 위치한

다. 호우시기에는 잠기는 지역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57m의 부엽층과 유기물이 발달한 하천변이다. 사토와 점토로 구성된 토양으로 하천

변에 분산형으로 분포한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아까시나무, 붉나무, 버드나무, 갯버들, 키버들 등이 출현한다. 초본

층에는 왕골, 명아자여뀌, 소리쟁이, 물피, 개기장, 바랭이, 닭의장풀, 고마리, 돌피, 개갓냉이, 쇠비름, 미국나팔

꽃, 털여뀌, 질경이택사, 기생여뀌, 달뿌리풀, 수강아지풀, 좀명아주, 쑥, 달맞이꽃, 익모초, 미국외풀, 단풍

잎돼지풀, 애기똥푸라 금방동사니, 물쑥, 고마리, 사마귀풀, 참방동사니, 미국가막사리, 줄, 중대가리풀, 물억

새, 제비곷, 한련초, 도루박이 큰고랭이 등이 분포하여 다양한 식물상을 보인다.

왕골 자생지

<그림 24> 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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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지금불초, 수원고랭이, 가는마디꽃, 털박하

   가) 서식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한탄강 수변공원 내에 위치한다. 87번 국도 동쪽 100m에서 5년전

부터 수변공원 조성이 이루어져 습지가 형성되었다. 현무암 암반위에 사질양토가 퇴적되고 그 위에 점토질이 

쌓여 구성되었다. 수시로 건조와 범람이 반복되는 지역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14m의 사면 하부 습원이며 부엽층과 유기물이 있는 점토질의 토양으로 이루어

진 곳이다. 대상종 들은 조사지 내에서 골고루 분포한다.

      교목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관목층에는 버드나무가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수원고랭이, 광능골, 가지금

불초, 가는마디꽃, 털박하, 골풀, 벗풀, 고마리, 낙지다리, 미국가막사리, 파대가리, 도루박이, 돌피, 금강아

지풀, 조개풀, 미꾸리낚시, 미국쑥부쟁이, 하늘지기, 너도방동사니, 물억새, 좀송이고랭이, 애기부들, 쑥 등이 

출현한다. 



- 261 -

가지금불초 수원고랭이

가는마디꽃 털박하

자생지

<그림 25> 가지금불초, 수원고랭이, 가는마디꽃, 털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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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갯방동사니, 갯하늘지기, 낚시돌풀, 방동사니아재비

   가) 서식지: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제주도 마라도 북쪽 끝의 해변습지로 현무암 암반위에 양토와 점토 불투수층이 퇴적되어 만들

어진 곳이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곳으로 초장이 낮은 초본식물 위주로 식물상이 나타는 곳이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1m의 해안에 가까운 습지이다. 부엽층과 유기물의 발달이 약하며 양토와 점토로 구성

된 작은 규모의 습지이다.

      교목층과 관목층은 없으며, 초본층에는 낚시돌풀, 방동사니아재비, 갯방동사니, 갯하늘지기, 금강아

지풀, 갯쑥부쟁이, 갯강아지풀, 갯사상자, 병풀, 소리쟁이, 바랭이새, 띠, 큰매자기, 외대쇠치기아재비 등이 출현하

여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식물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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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방동사니 갯하늘지기

낚시돌풀 방동사니아재비

전경

<그림 26> 갯방동사니, 갯하늘지기, 낚시돌풀, 방동사니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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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골풀아재비, 붉은골풀아재비, 가시개올미

   가) 서식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에 위치한 나리2저수지 수문 우측 야산에 약 1,500㎡의 산지습

지이다. 응회암 암반위 점토와 식물사체가 습지를 형성하여 땅귀개, 자주땅귀개 등 희귀 식충식물들이 자생한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34m의 사변 하부 습원이며 수관은 열려있고, 부엽층과 유기물의 풍부한 곳이다. 조사

지 내에서 대상종은 골고루 분포한다. 

      교목층에는 곰솔이 나타나며, 관목층에는 사스레피나무, 밤나무, 청가시덩굴, 산초나무, 예덕나무 등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가시개올미, 붉은골풀아재비, 골풀아재비, 고양이수염, 땅귀개, 자주땅귀개, 너도고랭이, 

끈끈이주걱, 잠자리난초, 께묵, 버들분취, 개발나물 등이 출현한다.

골풀아재비 붉은골풀아재비

가시개올미 자생지

<그림 27> 골풀아재비, 붉은골풀아재비, 가시개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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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고양이수염, 좀고양이수염, 애기개올미, 벼룩아재비

   가) 서식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나) 서식지 개황

      서식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의 산지습지에 위치한다. 과거에 신안군에서 분재공원을 조성

하는 과정에서 넓은 지역의 산지습지가 훼손되었지만 일부는 분재공원 내에 보호습지를 지정하였다. 응회암 모

암으로 점토층과 식물체가 쌓여서 생긴 이탄층도 관찰된다.

   다) 자생지 특성

      조사지는 해발고 45m의 사면 하부 습원이다. 수관은 열려있고, 부엽층과 유기물이 발달한 점토질의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조사지 내에서 대상종은 골고루 분포한다. 

      교목층은 없으며, 관목층에는 곰솔,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산초나무, 청미래덩굴 등이 출현한다. 초본

층에는 벼룩아재비, 애기개올미, 고양이수염, 좀고양이수염, 땅귀개, 이삭귀개, 진퍼리사초, 잔대, 물매화, 털

새, 쇠보리, 오이풀, 산철쭉, 잠자리난초, 끈끈이주걱 등이 출현한다. 



- 266 -

고양이수염 좀고양이수염

애기개올미 벼룩아재비

벼룩아재비 자생지

<그림 28> 고양이수염, 좀고양이수염, 애기개올미, 벼룩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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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연구

(국립수목원 공동연구, 2010 ~ 계속)

이서희

요  약
  

  본 연구는 1차 사업(‘09~‘18년) 기간 동안 현지내(자생종), 현지외(식재종)을 구분하여 생물계절성 모니터링

을 시행해왔으나 금년에는 현지외인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에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2

차 사업(‘19~‘28년)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전시원 외에도 축령산 및 용문산 등 자생지를 방문하여 현지내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식물은 수목원 내에 식재 또는 자생하고 있는 식물종 중 전국 10개 수목원 공통 분포종 20종 

및 자체 10종으로 재선정 하였다. 총 30종은 기후변화 취약종 7종, 관심종 16종, 일반종 7종으로 이루어져있

다. 조사는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였고 2월~5월 1주 3회, 7월~8월 2주 1회, 그 외 기간에는 1주 1회 원칙

을 따랐다. 식물 계절성 모니터링시 가급적 동일한 시간에 관찰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또한 데이터 

누락을 방지고 인근 동일종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군락 내 3개체씩 반복 조사하였으며 따라서 총 90개체

를 모니터링 하였다.

  침엽수의 잎눈파열시기는 은행나무_암 8일, 은행나무_수 14일, 주목_암 7일, 주목_수 9일 늦어졌고 소나무

는 전년과 동일하다. 개엽시기는 은행나무_암 5일, 은행나무_수 9일, 주목_암 4일, 주목_수 4일 늦어졌고 소

나무는 9일 빨라졌다. 비산시작시기는 은행나무_수 5일, 주목_수 3일 빨라진 반면 소나무는 6일 늦어졌고 비

산종료시기는 은행나무_수 3일, 소나무_5일 빨라졌지만 주목_수가 4일 늦어졌다.

  활엽수의 잎눈파열시기는 백목련 4일, 산수유 11일, 졸참나무 8일, 철쭉 9일 늦어졌고 개나리 1일, 왕벚나

무 12일, 진달래 1일 빨라졌다. 개엽시기는 개나리 5일, 백목련 8일, 산수유 3일, 졸참나무 12일, 진달래 3

일, 철쭉 1일 늦어졌고 왕벚나무만 1일 빨라졌다. 꽃눈파열시기는 모감주나무 1일, 백목련 6일, 산수유 7일, 

왕벚나무 2일, 졸참나무 13일, 철쭉 4일 늦어졌고 진달래만 6일 빨라졌다. 개화시기는 개나리 5일, 왕벚나무 

3일, 졸참나무 5일 늦어졌고 산수유 9일, 진달래 2일 빨라졌다. 한편 모감주나무와 백목련은 전년과 동일하

다. 낙화시기는 개나리 5일, 모감주나무 8일, 백목련 10일, 산수유 6일, 졸참나무 2일, 진달래 10일, 철쭉 4

일 늦어졌고 왕벚나무는 전년과 동일하다.

  금년 신규 조사원 채용에 따른 생물계절성 모니터링 작업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초본

류 대다수의 생장시작시기 및 잎눈파열시기나 꽃눈파열시기와 같은 생물계절성은 이미 단계가 지나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원 고용이 가능해진 바, 2020년부터 공백없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본의 개엽시기는 피나물이 4일 빨라졌다. 꽃눈파열시기는 금꿩의다리 25일 빨라졌고, 피

나물 10일 늦어졌다. 개화시기는 깽깽이풀 4일, 돌단풍 1일, 피나물 8일 늦어졌다. 낙화시기는 가지복수초 4

일, 피나물 3일 빨라졌고 깽깽이풀 10일, 돌단풍 3일 늦어졌다. 지상부고사는 가지복수초 8일, 피나물 9일 

늦어졌고 돌단풍 52일, 앉은부채 45일 빨라졌다.

  Chemieleswki et al.(2004)은 독일에서 1961~2000년의 40년 동안 기온이 1.4℃ 증가하였고 2~4월 평균 

기온이 식물계절의 연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임을 보고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2~4월 평균 기

온 1℃의 증가는 수목의 개화시기를 약 5일 빠르게 하였다. (조현길, 2008) 이를 바탕으로 1차 사업 조사대

상종과 공통종인 12종(활엽수 9종, 침엽수 3종)에 대하여 2010년~2019년 간 관련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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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자 2월~5월 월평균온도(℃)가 가장 높은 해에 생물 계절성 또한 빨리 진행되었다. 2014년 2월 2.1℃

이고, 3월 7.6℃까지 오르자 (2018년 3월 월평균기온이 7.9℃로 가장 높았지만 2014년 3월 월평균기온과 –
0.3℃ 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분석시에는 2014년 2월 및 3월의 생물 계절성을 활용하였다.) 

3월~5월에 진행되는 잎눈파열시기, 낙화(>90%)시기, 열매생성시기가 가장 빨랐다. 2016년 4월 13.9℃, 5월 

19.1℃였고 마찬가지로 3월~5월에 진행된 개엽시기, 비산시작시기가 가장 빨랐다.

Ⅰ. 서  론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되었으며, 제 40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5차 기

후변화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의 생태계 부분에서는 리스크 평가 및 적응에 대해 강조하였

다.(Noble et al., 2014) IPCC 제5차보고(2014)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0.85℃(0.65~1.06℃)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 동아시아지역의 평균기온은 이

전 세기에 비해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에는 15~37%의 종이 멸종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Thomas et al., 2004).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서식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분포 조성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윤영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기후변

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종 선정

  조사 대상 식물은 수목원 내에 식재 또는 자생하고 있는 식물종 중 전국 10개 수목원 공통 분포종 20종 

및 자체 10종으로 재선정 하였다. 총 30종은 기후변화 취약종 7종, 관심종 16종, 일반종 7종으로 이루어져있

다. 생물계절성 관찰 시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고 인근 동일종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군락 내 3개체씩 반

복 조사하였으며 따라서 총 90개체를 모니터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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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0분류군

취
약
종
(7)

북방계
(6)

침엽수(1) 주목

활엽수(1) 매자나무

초 본(4) 금꿩의다리, 돌단풍, 앉은부채, 피나물

남방계
(1)

초  본(1) 미치광이풀

관심종(16)

침엽수(2) 소나무, 은행나무

활엽수(10)
개나리, 모감주나무, 백목련, 산수유, 산철쭉, 수수꽃다리, 왕벚나무, 
졸참나무, 진달래, 철쭉

초 본(4) 깽깽이풀, 꽃창포, 가지복수초, 산국

일반종(7)
활엽수(2) 소사나무, 풍년화

초 본(5) 구절초, 얼레지, 산오이풀, 삼지구엽초, 앵초

<표 1-1> 전체 조사대상식물 목록

2. 조사 내용 및 수행 항목

1) 계절성 모니터링

 가. 조사기간

  조사는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였고 2월~5월에는 3회/1주, 7월~8월에는 1회/2주, 그 외 기간에는 1회/1주 

원칙을 따랐다. 식물 계절성 모니터링시 가급적 동일한 시간에 관찰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나.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조사대상종의 식물 계절성(꽃눈파열시기, 개화시작시기, 개화50%이상, 낙화 90~100%, 열매성

숙시작시기, 열매성숙 50%이상, 잎눈파열시기, 개엽시기, 단풍50%이상, 단풍90~100% 등) 및 기상인자(최고

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심신적설, 강수량, 평균습도 등) 이다. 모니터링 후 조사대상종의 주기적 계절 

생태변화를 조사 야장에 기록하였으며, 관찰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다.

 다. 변동사항

  기존 매뉴얼과 달리 조사대상종 중 상록활엽수는 모두 제외되었으며, 낙엽 관련 측정 항목 및 침엽수의 

‘전체 50% 이상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도 측정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화분 비산 

시기’로 용어를 통일하였고 ‘열매생성시기’와 ‘성숙도 측정’ 대신 ‘열매성숙 시작시기’와 ‘열매성숙 절정시기’를 

측정하였다. ‘열매성숙 시작시기’는 식물체의 최소 3곳에서 충분히 자란 열매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할 때를 

말하며 ‘열매성숙 절정시기’는 식물체의 열매 중 50% 이상의 색깔이 완전히 변했을 때로 분류한다. 

  은행나무_암은 꽃이 핀다기보다 암배우자체의 밑씨가 드러나는 경우이므로 꽃 측정에 있어 ‘꽃눈파열시기’

와 ‘개화시작시기’만을 측정 항목으로 넣었다. 은행나무_수는 상록침엽수인 소나무처럼 ‘화분비산 시작시기’와 

‘화분비산 종료시기’를 측정하였다.

2) 미기상기후 측정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주기상장비의 고장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상청 날씨누리 지상관측자료’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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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유인관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2019년 7월 12일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제작한 ‘미기후 관측장비’를 시범 설치하여 기존보다 더욱 정밀한 인

접성을 지닌 다양한 환경 인자 수집을 기대한다.

  초본의 경우 ‘HC 토양측정기 MM-200Pro MM200Pro 200Pro’를 4개 포인트에 설치하여 토양 온·습도 및 

pH를 측정하였다. 토양 측정기의 데이터 수집은 주 1회 시행하였다.

3) 인공보존원 관리

  과거 인공보존원의 풍혈구 기능이 미비하여 2018년 10월~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 총 면적 

1,458㎡으로 기존 150㎡ 대비 10배 가량 확장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인공보존원 전경
  기존 조성된 풍혈지가 주변 지형보다 낮아 마사토를 성토하여 주변 지형에 맞추고 조경석, 판석 등 기존 

시설물을 재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차후 부지내 식재될 식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관수 시설을 설치하였다. 

주변 산책로에 쇄석을 5㎝ 깔아서 쾌적한 관람로를 조성하고 현장 내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목재계단의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하여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였다. 부지 내 여유 부지에 마사, 쇄석을 사용하여 추가 식재지를 

조성하고 부지 외곽으로 토지 경계용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므로 차폐를 위해 상록성 수종

인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계절성모니터링

 가. 물향기수목원

  2019년 물향기 수목원 내 전시원 조사대상종 중 취약종은 북방계 6분류군과 남방계 1분류군 등 7분류군

이고, 관심종은 침엽수 2분류군, 활엽수 10분류군, 초본 4분류군 등 16분류군이다. 일반종은 활엽수 2분류군

과 초본 5분류군으로 도합 30분류군의 생물계절성을 모니터링 하였다<표 1-2,3>.

  변동 사항으로 구상나무, 눈향나무, 전나무, 복자기, 눈개승마, 도깨비부채, 둥근잎꿩의비름, 산마늘, 속새, 

노각나무, 미선나무, 히어리, 매미꽃, 잣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매발톱나무, 무궁화, 생강나무, 서어나무, 

자귀나무, 잔털벚나무 등이 제외되고 수수꽃다리, 소사나무, 풍년화, 얼레지, 삼지구엽초, 앵초 등이 추가되었

다. 조사대상개체와 인근 동일종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주변의 동일종에 대하여 3개체 이상을 조사하였

으며, 평균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 272 -

구  분 24분류군

취
약
종
(5)

북방계
(5)

침엽수(1) 주목

초 본(4) 금꿩의다리, 돌단풍, 앉은부채, 피나물

관심종(13)

침엽수(2) 소나무, 은행나무

활엽수(9)
개나리, 모감주나무, 백목련, 산수유, 수수꽃다리, 왕벚나무, 졸참나무, 
진달래, 철쭉

초 본(2) 깽깽이풀, 가지복수초

일반종(6)
활엽수(2) 소사나무, 풍년화

초 본(4) 구절초, 얼레지, 삼지구엽초, 앵초

<표 1-2>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조사대상종

  침엽수의 잎눈파열시기는 은행나무_암 8일, 은행나무_수 14일, 주목_암 7일, 주목_수 9일 늦어졌고 소나무

는 전년과 동일하다. 개엽시기는 은행나무_암 5일, 은행나무_수 9일, 주목_암 4일, 주목_수 4일 늦어졌고 소

나무는 9일 빨라졌다. 비산시작시기는 은행나무_수 5일, 주목_수 3일 빨라진 반면 소나무는 6일 늦어졌고 비

산종료시기는 은행나무_수 3일, 소나무_5일 빨라졌지만 주목_수가 4일 늦어졌다.

  활엽수의 잎눈파열시기는 백목련 4일, 산수유 11일, 졸참나무 8일, 철쭉 9일 늦어졌고 개나리 1일, 왕벚나

무 12일, 진달래 1일 빨라졌다. 개엽시기는 개나리 5일, 백목련 8일, 산수유 3일, 졸참나무 12일, 진달래 3

일, 철쭉 1일 늦어졌고 왕벚나무만 1일 빨라졌다. 꽃눈파열시기는 모감주나무 1일, 백목련 6일, 산수유 7일, 

왕벚나무 2일, 졸참나무 13일, 철쭉 4일 늦어졌고 진달래만 6일 빨라졌다. 개화시기는 개나리 5일, 왕벚나무 

3일, 졸참나무 5일 늦어졌고 산수유 9일, 진달래 2일 빨라졌다. 한편 모감주나무와 백목련은 전년과 동일하

다. 낙화시기는 개나리 5일, 모감주나무 8일, 백목련 10일, 산수유 6일, 졸참나무 2일, 진달래 10일, 철쭉 4

일 늦어졌고 왕벚나무는 전년과 동일하다.

  금년 신규 조사원 채용에 따른 생물계절성 모니터링 작업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초본

류 대다수의 생장시작시기 및 잎눈파열시기나 꽃눈파열시기와 같은 생물계절성은 이미 단계가 지나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원 고용이 가능해진 바, 2020년부터 공백없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본의 개엽시기는 피나물이 4일 빨라졌다. 꽃눈파열시기는 금꿩의다리 25일 빨라졌고, 피

나물 10일 늦어졌다. 개화시기는 깽깽이풀 4일, 돌단풍 1일, 피나물 8일 늦어졌다. 낙화시기는 가지복수초 4

일, 피나물 3일 빨라졌고 깽깽이풀 10일, 돌단풍 3일 늦어졌다. 지상부고사는 가지복수초 8일, 피나물 9일 

늦어졌고 돌단풍 52일, 앉은부채 45일 빨라졌다.

 나. 인공보존원

  2019년 신규 조성된 인공보존원에는 가는잎향유, 가침박달, 개병풍, 갯취, 갯활량, 고광나무, 과남풀, 구상나

무 등 총 56 분류군이 식재되어 있다. 조사대상종 중 취약종은 북방계 1분류군과 남방계 1분류군 등 2분류군

이고, 관심종은 활엽수 1분류군과 초본 1분류군 등 2분류군이다. 총 4분류군 27본이 식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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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6분류군

취
약
종
(2)

북방계
(1)

활엽수(1) 매자나무

남방계
(1)

초  본(1) 미치광이풀

관심종(3)
활엽수(1) 산철쭉

초 본(2) 꽃창포, 산국

일반종(1) 초 본(1) 산오이풀

<표 1-3> 인공보존원 조사대상종

  인공보존원 재조성을 위해 포트 이식 후 하우스에서 월동한 산철쭉과 과거 국립수목원에서 분양받아 하우

스에서만 키워온 매자나무를 4월 23일 식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식 몸살을 겪으며 매자나무와 산철쭉 묘

목은 둘 다 꽃눈이 생성되지 않았고, 잎눈파열시기 및 개엽시기도 모니터링 작업을 시작했을 당시 이미 생물

계절성 진행이 완료된 상태여서 관련 데이터 수집은 불가능했다.

  꽃창포의 개화시기는 13일, 낙화시기 18일, 열매성숙 시작시기 12일 빨라졌다. 그러나 7월 말부터 집중호

우로 3포인트 중 2포인트의 열매는 까맣게 썩어 중도탈락 하였다. 미치광이풀은 4월 26일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이미 대부분의 생물계절성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군락 내 개화한 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달 뒤 인공보존원 내 식재한 군락으로 조사대상종 개체를 변경하였으며 지상부고사는 전년 대비 16일 늦어

졌다.

2. 기상변화

가.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식물의 생장은 빛, 물, 온도와 토양의 특성 등 여러 환경 요인에 반응하고, 두 개 이상의 자원이 동시에 식

물의 발달을 제한한다(Chapin et al.,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종의 표준목들이 어떤 환경요인

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기후인자를 살펴보았다.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주기상장비의 고장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상청 날씨누리 지상관측자료’ 중 수

원 유인관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http://www.weather.go.kr/weather/ climate/past_table.jsp)

  2019년 1월 평균기온은 –1.1℃로 2018년 –3.6℃ 대비 2.5℃ 높았다. 2019년 2월 평균기온도 0.8℃로 2018년 

–1.6℃ 대비 2.4℃ 높았다. 그러나 3월 –1.3℃, 4월 –0.9℃씩 월평균기온이 하락 하였다. 그 결과 개화와 개엽 

시기의 차이는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개화와 개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봄철 기온(2~4월)이라

는 Chmielewski et al.,(2004)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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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0년~2019년 간 1월~5월 평균기온 변화 그래프

 ‘신적설’이란 어떤 정해진 시간(6시간 또는 24시간)에 내려 쌓인 눈의 높이를 말한다. 2010년~2019년 간 1

월~3월 동안 최심신적설량 비교 시 2019년이 가장 낮았다. 최심신적설(cm) 최대가 가장 높았던 2010년 

27.7cm 대비 2019년 4cm를 기록했다.<그림 1-3>.

<그림 1-3> 2010년~2019년 간 최신심적설량 변화 그래프

  강수량은 2011년 총 합계 1975.9㎜로 가장 많고 2015년 751.1㎜로 가장 적다. 데이터를 변화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을 때 2011,2017년 7월 일강수량 합계는 전 후 달과 40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일평균습도

는 1~12월 간 평균을 계산했을 때 2010년 73.4%, 2011년 70%, 2012년 69%, 2013년 71.5%, 2014년 

67.9%, 2015년 67.7%, 2016년 67.6%, 2017년 67.4%, 2018년 67.4%로 매년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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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0년~2019년 간 일강수량 변화 그래프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위와 같은 데이터는 수원-오산 간의 지리학적 차이 때문에 미기상학적 오차가 발

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12일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제작한 ‘미기후 관측장비’를 시범 설치

함에 따라 기존보다 더욱 정밀한 인접성을 지닌 다양한 환경 인자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백두

대간수목원에서 각 시도의 미기후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된 자료가 나오면 실제 현장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생물계절성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추가로 더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림 1-5>.

<그림 1-5> 신규 설치한 미기후 관측장비

3.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 선정된 지표식물 종류 : 29종

    - 목본 : 16종 

     ․ 개나리, 매자나무, 모감주나무, 백목련, 산수유, 산철쭉, 소나무, 소사나무, 수수꽃다리, 왕벚나무, 은행나

무, 졸참나무, 주목, 진달래, 철쭉, 풍년화

    - 초본 : 13종

     ․ 가지복수초, 구절초, 금꿩의다리, 깽깽이풀, 꽃창포, 돌단풍, 미치광이풀, 산국, 삼지구엽초, 앉은부채, 앵초, 

얼레지, 피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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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종명 No. 종명
1 가지복수초 16 소나무
2 개나리 17 소사나무
3 구절초 18 수수꽃다리
4 금꿩의다리 19 앉은부채
5 깽깽이풀 20 앵초
6 꽃창포 21 얼레지
7 돌단풍 22 왕벚나무
8 매자나무 23 은행나무
9 모감주나무 24 졸참나무
10 미치광이풀 25 주목
11 백목련 26 진달래
12 산국 27 철쭉
13 산수유 28 풍년화
14 산철쭉 29 피나물
15 삼지구엽초

<그림 1-6> 조사 수종의 위치 및 목록

   가.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물푸레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향토예술원

   •GPS 좌표 : N 37°10'03.1" E 127°03'18.7"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4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3월 26일, 개엽시기 4월 18일, 단풍(>90%)시기 11월 4일이다.

19년 3월 26일 19년 4월 18일 19년 5월 2일 19년 11월 4일

그림 2. 개나리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금년에는 조사 대상종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조사원 채용이 4월 중순 이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초본류 대다수의 생장

시작시기 및 목본류의 잎눈파열시기나 꽃눈파열시기 등의 생물계절성은 이미 단계가 지나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

로 지속적인 조사원 활동이 가능해진 바, 2020년부터 공백 없는 데이터 수집을 기대한다.

   개화시작시기 4월 5일, 개화(>50%)시기 4월 8일, 낙화(>90%)시기 4월 24일이다.

19년 3월 22일 19년 4월 1일 19년 4월 8일 19년 4월 24일

그림 3. 개나리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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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는 식물체의 최소 3곳에서 충분히 자란 열매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때를 말하며 ‘열매성숙 절

정시기’는 식물체의 열매 중 50% 이상의 색깔이 완전히 변했을 때로 분류한다.

   열매성숙 시작시기 10월 10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23일이다.

19년 5월 10일 19년 5월 24일 19년 10월 10일 19년 10월 23일

그림 4. 개나리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2018년 대비 잎눈파열시기 –1일, 개엽시기 +5일, 단풍(>90%)시기 +6일, 개화시작시기 +5일, 개화(>50%)시기 +6일, 

낙화(>90%)시기 +5일, 열매성숙 시작시기 -6일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조사대상종 3개체의 군락 모두 백합나무 아래 위

치하여 피음에 따른 생물계절성 영향이 우려된다. 전시원 내 타 군락의 경우 전체 강전정으로 꽃눈과 잎눈이 대부분 

손실되었다. 다음 해 조사대상종 표준목 선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19년 3월 22일 19년 4월 17일 19년 5월 22일 19년 10월 28일

그림 5. 개나리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나. 매자나무 (Berberis koreana Palib. 매자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인공보존원

   •GPS 좌표 : N 37°10'01.4" E 127°03'15.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9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인공보존원을 재조성 한 뒤 과거 국립수목원에서 분양받아 하우스 내에서만 관리해온 매자나무를 4월 23일 식재하

였다.

   잎눈파열 및 개엽시기는 관찰할 수 없었고 단풍(>90%)시기는 11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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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24일 19년 5월 17일 19년 9월 16일 19년 11월 19일

그림 6. 매자나무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아직 어린 묘목이라 생식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다) 전경

   기존의 전시원 내 표준목은 수세가 불량하나 생식기관이 발달하여 개화 및 결실까지 관찰 가능한 바, 다음 해 조사

대상종 표준목은 기존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인공보존원에 식재한 묘목은 꾸준한 추적 관찰을 통해 생식 기관 발

달 시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19년 5월 2일 19년 9월 16일 19년 11월 19일

그림 7. 매자나무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다.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paniculata Laxmann. 무환자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중부지역 자생원

   •GPS 좌표 : N 37°10’01.10” E 127°03’40.82”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4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4월 중순 조사대상종 일부 교체에 따른 추가로 잎눈파열 및 개엽시기의 데이터가 누락되었다.

   단풍(>90%)시기는 10월 30일이다.

19년 4월 26일 19년 5월 3일 19년 5월 22일 19년 10월 30일

그림 8. 모감주나무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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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꽃

   꽃눈파열시기 6월 16일, 개화시작시기 6월 20일, 개화(>50%)시기 6월 25일, 낙화(>90%)시기 7월 13일이다.

19년 5월 28일 19년 6월 20일 19년 7월 4일 19년 7월 13일

그림 9. 모감주나무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7월 31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8월 21일이다.

   열매성숙 시작시기 첫 번째 개체 7월 29일, 두 번째와 세 번째 개체 8월 2일이며 열매성숙 절정시기는 첫 번째 개

체 8월 19일, 두 번째와 세 번째 개체 8월 22일이다. 첫 번째 개체와 나머지 개체 간 수평거리는 550m 가량 차이가 

난다. 후자의 경우 주변 교목이 밀집하여 풍량 및 광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9년 7월 13일 19년 7월 17일 19년 7월 31일 19년 8월 21일

그림 10. 모감주나무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2018년 대비 단풍(>90%)시기 +7일, 꽃눈파열시기 +1일, 개화시기 ±0일, 개화(>50%)시기 –4일, 낙화(>90%)시기 +8

일, 열매성숙 시작시기 –1일 변동이 발생하였다.

19년 5월 3일 19년 7월 4일 19년 8월 2일 19년 11월 4일

그림 11. 모감주나무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라.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목련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숲속쉼터

   •GPS 좌표 : N 37°09’59.79” E 127°03’35.1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4월 17일, 개엽시기 4월 27일, 단풍(>90%)시기 11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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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17일 19년 4월 27일 19년 5월 7일 19년 11월 4일

그림 12. 백목련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3월 20일, 개화시작시기 4월 2일, 개화(>50%)시기 4월 9일, 낙화(>90%)시기 4월 19일이다.

19년 3월 20일 19년 3월 29일 19년 4월 2일 19년 4월 19일

그림 13. 백목련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8월 22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9월 30일이다. 첫 번째 개체는 결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와 세 번째 개체는 일시가 동일했다.

19년 5월 2일 19년 8월 9일 19년 8월 22일 19년 9월 30일

그림 14. 백목련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2018년 대비 잎눈파열시기 +4일, 개엽시기 +8일, 단풍(>90%)시기 +5일, 꽃눈파열시기 +6일, 개화시기 ±0일, 개화

(>50%)시기 +3일, 낙화(>90%)시기 +10일, 열매성숙 시작시기 –4일의 변동이 있었다. 개화 및 열매성숙을 제외한 모든 

생물계절성이 전년 대비 평균 6.6일 늦어진 것이다.

19년 3월 22일 19년 4월 8일 19년 5월 17일 19년 10월 28일

그림 15. 백목련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마.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층층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기능성식물원

   •GPS 좌표 : N 37°10’04.22” E 127°0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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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5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3월 31일, 개엽시기 4월 22일, 단풍(>90%)시기 11월 15일이다.

19년 4월 17일 19년 4월 22일 19년 5월 2일 19년 11월 4일

그림 16. 산수유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3월 5일, 개화시작시기 3월 22일, 개화(>50%)시기 3월 27일, 낙화(>90%)시기 4월 12일이다.

   장기생태모니터링과 동일한 표준목인 첫 번째 개체만 꽃눈파열시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 모니터링 조사원 채

용 후 3월 22일부터 세 개체를 모두 모니터링 진행하였다.

19년 3월 5일 19년 3월 22일 19년 4월 5일 19년 4월 22일

그림 17. 산수유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9월 21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16일이다.

   열매성숙 시작시기 첫 번째 개체 9월 24일, 두 번째 개체 9월 23일, 세 번째 개체 9월 16일이다. 열매성숙 절정시

기 첫 번째 및 두 번째 개체 10월 21일이나 세 번째 개체는 10월 8일이었다. 조사대상종 표준목 3개체 모두 상호간 

2m 이내의 근접한 거리에 있으나 열매 성숙과 관련하여 1주일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19년 5월 2일 19년 5월 24일 19년 9월 21일 19년 10월 16일

그림 18. 산수유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2018년 대비 잎눈파열시기 +11일, 개엽시기 +3일, 꽃눈파열시기 +7일, 개화시기 –5일, 개화(>50%)시기 –6일, 낙화

(>90%)시기 +6일, 열매성숙 시작시기 +12일 변동이 있었다. 단풍(>90%)시기의 경우 미관찰 상태에서 낙엽(>90%)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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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29일 19년 5월 7일 19년 7월 1일 19년 11월 19일

그림 19. 산수유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바.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M.Sugim. ex T.Yamaz. 진달래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인공보존원

   •GPS 좌표 : N 37°10'01.4" E 127°03'15.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4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단풍(>90%)시기 10월 28일이다. 

19년 6월 11일 19년 9월 30일 19년 10월 28일

그림 20. 산철쭉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인공보존원에 재이식한 3개체 모두 생식기관의 생물계절성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다) 전경

   2018년 대비 단풍(>90%)시기는 +11일 늦어졌다.

   표준목들이 전체적으로 생육 상태가 불량하여 전시원 내 타 군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19년 4월 29일 19년 5월 10일 19년 10월 14일 19년 11월 4일

그림 21. 산철쭉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사.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소나무원

   •GPS 좌표 : N 37°28'43.0" E 128°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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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4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5월 3일, 개엽시기 6월 11일, 단풍(>90%)시기 10월 18일이다.

19년 5월 3일 19년 5월 22일 19년 5월 29일 19년 6월 11일

그림 22. 소나무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비산시작시기 5월 7일, 비산종료시기 5월 13일이다.

19년 4월 24일 19년 5월 7일 19년 5월 10일 19년 5월 13일

그림 23. 소나무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암꽃을 5월 7일 첫 발견하였다. 2년생 열매성숙 시작시기 9월 30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14일이다.

19년 5월 7일 19년 6월 3일 19년 9월 30일 19년 10월 14일

그림 24. 소나무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비교적 열매 결실율이 높은 개체를 표준목으로 삼았으나 청설모에 의해 대부분의 열매를 소실했다. 표준목 선정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고려할 부분이다.

19년 4월 17일 19년 5월 10일 19년 10월 21일 19년 11월 4일

그림 25. 소나무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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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사나무 (Carpinus turczaninowii Hance 자작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기능성식물원

   •GPS 좌표 : N 37°10’02.66” E 127°03’16.75”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4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4월 중순 조사대상종 일부 교체에 따른 추가로 잎눈파열 및 개엽시기의 데이터가 누락되었다.

   단풍(>90%)시기는 10월 28일이다.   

19년 4월 24일 19년 5월 3일 19년 10월 28일

그림 26. 소사나무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4월 24일 이미 개화 완료 상태였고 낙화(>90%)시기는 5월 10일이다.

19년 4월 24일 19년 5월 10일

그림 27. 소사나무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9월 11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14일이다.

19년 4월 29일 19년 5월 7일 19년 9월 11일 19년 10월 14일

그림 28. 소사나무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19년 4월 24일 19년 5월 2일 19년 6월 24일 19년 10월 28일
          

                 그림 29. 소사나무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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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수꽃다리 (Syringa oblata var. dilatata (Nakai) Rehder 물푸레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GPS 좌표 : N 37°10’00.75” E 127°03’35.0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3월 25일, 개엽시기 4월 22일, 단풍(>90%)시기 11월 2일이다.

19년 3월 25일 19년 4월 22일 19년 5월 17일 19년 11월 2일

그림 30. 수수꽃다리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3월 11일, 개화시작시기 4월 24일, 낙화(>90%)시기 5월 12일이다.

19년 3월 22일 19년 4월 19일 19년 4월 24일 19년 5월 12일

그림 31. 수수꽃다리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6월 28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7월 15일이다.

19년 5월 24일 19년 6월 3일 19년 6월 11일 19년 7월 15일

그림 32. 수수꽃다리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조사대상종 3개체 모두 열매가 일정 크기까지 성장했지만 까맣게 변한 후 갈라지지 않았다. 성숙한 삭과 열매의 특

징은 수목원 주차장에 위치한 군락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20년에는 표준목 교체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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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17일 19년 4월 24일 19년 5월 10일 19년 11월 13일

그림 33. 수수꽃다리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차.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장미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무궁화원

   •GPS 좌표 : N 37°09’56.09” E 127°03’23.68”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1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3월 30일, 개엽시기 4월 18일, 단풍)>90%)시기 11월 1일이다.

19년 3월 30일 19년 4월 3일 19년 4월 18일 19년 11월 1일

그림 34. 왕벚나무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3월 29일, 개화시작시기 4월 7일, 개화(>50%)시기 4월 10일, 낙화(>90%)시기 4월 19일이다.

19년 3월 29일 19년 4월 1일 19년 4월 7일 19년 4월 19일

그림 35. 왕벚나무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5월 12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5월 27일이다.

19년 4월 26일 19년 5월 10일 19년 5월 12일 19년 5월 27일

그림 36. 왕벚나무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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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경

   낙엽(>90%)시기 이후 강전정으로 수세의 절반 가까이 소실되었지만 그대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19년 3월 22일 19년 4월 8일 19년 5월 2일 19년 11월 12일

그림 37. 왕벚나무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카.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은행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숲속쉼터

   •GPS 좌표 : N 37°10'07.0" E 127°03'12.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1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은행나무(암)의 잎눈파열시기 4월 10일, 개엽시기 4월 24일, 단풍(>90%)시기 11월 15일이다.

   은행나무(수)의 잎눈파열시기 4월 16일, 개엽시기 4월 25일, 단풍(>90%)시기 11월 11일이다.   

19년 4월 10일 19년 4월 19일 19년 4월 25일 19년 11월 11일

그림 38. 은행나무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비산시작시기 4월 20일, 비산종료시기 4월 30일이다.

19년 4월 19일 19년 4월 22일 19년 4월 24일 19년 4월 30일

그림 39. 은행나무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암배우자체의 밑씨가 드러난 것은 4월 24일 첫 관찰 되었다. 열매성숙 시작시기 9월 23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9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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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24일 19년 5월 28일 19년 9월 23일 19년 9월 30일

그림 40. 은행나무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은행나무(수)는 2018년 대비 잎눈파열시기 +14일, 개엽시기 +9일, 단풍(>90%)시기 +13일 늦어졌고 은행나무(암)은 

잎눈파열시기 +8일, 개엽시기 +5일, 단풍(>90%)시기 +17일 늦어졌다. 생식기관의 경우 은행나무(수)의 비산시작시기 –
5일, 비산종료시기 –3일 빨라졌으나 은행나무(암)의 열매성숙 절정시기는 +11일 늦어졌다.

19년 3월 22일 19년 4월 22일 19년 5월 24일 19년 11월 11일

그림 41. 은행나무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타.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Murray 참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숲속쉼터

   •GPS 좌표 : N 37°10'00.1" E 127°03'36.5"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3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4월 5일, 개엽시기 4월 18일, 단풍(>90%)시기 11월 16일이다.

19년 4월 12일 19년 4월 18일 19년 5월 3일 19년 11월 16일

그림 42 졸참나무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4월 22일, 개화시작시기 4월 24일, 낙화(>90%)시기 5월 5일이다.



- 289 -

19년 4월 22일 19년 4월 24일 19년 4월 26일 19년 5월 5일

그림 43. 졸참나무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9월 11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9월 23일이다.

19년 6월 17일 19년 7월 29일 19년 9월 11일 19년 9월 23일

그림 44. 졸참나무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2018년 대비 잎눈파열시기 +9일, 개엽시기 +12일, 단풍(>90%)시기 +18일, 꽃눈파열시기 +13일, 개화시작시기 +5

일, 낙화(>90%)시기 +2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4일 늦어졌다. 

19년 4월 17일 19년 4월 22일 19년 5월 3일 19년 11월 4일

그림 45. 졸참나무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파.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숲속쉼터

   •GPS 좌표 : N 37°10'00.9" E 127°03'35.9"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9월 16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주목(암)의 잎눈파열시기 4월 13일, 개엽시기 5월 16일, 전년도 잎의 단풍(>90%)시기 5월 8일이다.

   주목(수)의 잎눈파열시기 4월 11일, 개엽시기 5월 15일, 전년도 잎의 단풍(>90%)시기 5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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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13일 19년 4월 29일 19년 5월 15일 19년 5월 20일

그림 46. 주목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비산시작시기 3월 24일, 비산종료시기 4월 10일이다.

19년 3월 18일 19년 3월 24일 19년 3월 27일 19년 4월 10일

그림 47. 주목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8월 8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9월 11일이다.

19년 3월 20일 19년 7월 15일 19년 8월 8일 19년 9월 11일

그림 48. 주목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주목(수)는 2018년 대비 잎눈파열시기 +9일, 개엽시기 +6일, 비산시작시기 –3일, 비산종료시기 +4일의 변동이 있었

고 주목(암)은 잎눈파열시기 +7일, 개엽시기 +7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일의 변동이 있었다.

19년 3월 22일 19년 4월 17일 19년 5월 20일 19년 6월 3일

그림 49. 주목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하.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향토예술원

   •GPS 좌표 : N 37°10'02.5" E 127°03'31.5"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0일까지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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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3월 26일, 개엽시기 4월 22일, 단풍(>90%)시기 11월 20일이다.

19년 3월 26일 19년 4월 12일 19년 4월 22일 19년 11월 20일

그림 50. 진달래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3월 17일, 개화시작시기 3월 30일, 개화(>50%)시기 4월 2일, 낙화(>90%)시기 4월 23일이다.

19년 3월 17일 19년 3월 25일 19년 4월 3일 19년 4월 23일

그림 51. 진달래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9월 20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21일이다. 열매 성숙도의 경우 모니터링 조사를 종료할 때까

지 삭과 열매가 갈라지지 않아 날짜 계측에 어려움이 있었다.

19년 5월 2일 19년 6월 24일 19년 9월 20일 19년 10월 21일

그림 52. 진달래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2018년 대비 잎눈파열시기 –1일, 개엽시기 +3일, 단풍(>90%)시기 +7일, 꽃눈파열시기 –6일, 개화시작시기 –2일, 개

화(>50%)시기 –4일, 낙화(>90%)시기 +10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36일의 변동이 있었다. 기존의 표준목은 피음에 의한 

생물계절성 영향이 우려되는 바 위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19년 3월 29일 19년 4월 15일 19년 5월 7일 19년 11월 20일

그림 53. 진달래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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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진달래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향토예술원

   •GPS 좌표 : N 37°10'04.6" E 127°03'33.1"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9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시기 4월 8일, 개엽시기 4월 26일, 단풍(>90%)시기 11월 19일이다.

19년 4월 12일 19년 4월 24일 19년 4월 26일 19년 11월 19일

그림 54. 철쭉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4월 17일, 개화시작시기 4월 25일, 개화(>50%)시기 4월 28일, 낙화(>90%)시기 5월 7일이다.

19년 4월 17일 19년 4월 23일 19년 4월 25일 19년 5월 7일

그림 55. 철쭉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10월 14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25일이다.

19년 6월 3일 19년 6월 17일 19년 9월 2일 19년 10월 25일

그림 56. 철쭉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전시원 내 철쭉 군락 모두 소나무 하층부에 위치하여 피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군락의 크기에 비해 개화율이 

낮은 편인데 이 또한 피음에 따른 피해인지 아니면 봄 가뭄에 따른 피해의 결과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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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18일 19년 5월 3일 19년 6월 17일 19년 11월 11일

그림 57. 철쭉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너. 풍년화 (Hamamelis japonica Siebold & Zucc. 조록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기능성식물원

   •GPS 좌표 : N 37°10’02.99” E 127°03’16.61”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4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잎눈파열 시기는 조사대상종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놓쳤으나 개엽시작은 4월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풍(>90%)시기는 

11월 1일이다.

19년 4월 24일 19년 5월 20일 19년 10월 26일 19년 11월 1일

그림 58. 풍년화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풍년화의 경우 다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개화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꽃눈파열은 1월 2일 시작되었고 

개화시작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만개는 2월 27일로 조사 되었으며 낙화는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19년 1월 2일 19년 1월 15일 19년 2월 27일 19년 4월 10일

그림 59. 풍년화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10월 8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25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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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3일 19년 6월 11일 19년 10월 8일 19년 10월 25일

그림 60. 풍년화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풍년화의 만개는 2월 27일 이었으며, 잎눈파열 및 개엽시기는 4월로 조사되었다. 단풍의 경우 10월 말부터 시작되

어 11월이 절정이었고, 열매성숙 절정시기 10월 25일이었다.

19년 2월 27일 19년 4월 24일 19년 5월 22일 19년 10월 28일

그림 61. 풍년화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더. 가지복수초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미나리아재비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중부지역자생원

   •GPS 좌표 : N 37°09'54.8" E 127°03'23.7"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5월 20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첫 모니터링을 진행한 3월 12일에는 이미 성장시작, 꽃눈파열, 개화시작시기가 진행된 이후였다. 그러나 개엽 시작

시기와 개엽은 기록할 수 있었다.

19년 3월 15일 19년 3월 18일 19년 4월 3일 19년 4월 12일

그림 62. 가지복수초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개화 모니터링의 경우 초반 대상종 선정 및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의하여 모니터링 시작이 늦어짐에 따라 성장 시작시

기를 놓쳤으나 낙화(>90%)시기는 3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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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11일 19년 3월 22일 19년 3월 25일 19년 3월 27일

그림 63. 가지복수초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4월 8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4월 18일이다.

19년 4월 1일 19년 4월 12일 19년 5월 3일 19년 5월 10일

그림 64. 가지복수초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전시원 내 가지복수초는 대부분 하우스 내로 이식되었다. 따라서 낙엽·지상부고사(>90%) 시기는 관찰할 수 없었다.

19년 3월 18일 19년 3월 29일 19년 4월 17일

그림 65. 가지복수초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러.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국화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유실수원

   •GPS 좌표 : N 37°09’55.79” E 127°03’27.94”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8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3월 20일에는 이미 군락 내 신엽 성장이 이루어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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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20일 19년 3월 22일 19년 7월 29일 19년 11월 12일

그림 66. 구절초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9월 24일, 개화시작시기 9월 28일, 낙화(>90%)시기 11월 1일이다.

19년 9월 16일 19년 9월 24일 19년 9월 28일 19년 11월 1일

그림 67. 구절초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11월 4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1월 18일이다.

19년 11월 4일 19년 11월 12일 19년 11월 15일 19년 11월 18일

그림 68. 구절초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낙엽과 지상부고사(>90%)시기는 11월 19일이다.    

19년 4월 3일 19년 5월 7일 19년 10월 21일 19년 11월 18일

그림 69. 구절초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머. 금꿩의다리 (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미나리아재비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습지생태원

   •GPS 좌표 : N 37°10'02.7" E 127°03'15.3"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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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4월 중순 조사대상종 일부 교체에 따른 추가로 잎눈파열 및 개엽시기의 데이터가 누락되었다.   

19년 4월 22일 19년 4월 22일 19년 5월 2일 19년 10월 28일

그림 70. 금꿩의다리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6월 28일, 개화시작시기 7월 18일, 낙화(>90%)시기 9월 19일이다.

19년 6월 28일 19년 7월 12일 19년 7월 18일 19년 9월 19일

그림 71. 금꿩의다리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9월 19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9월 28일이다.

19년 8월 13일 19년 9월 19일 19년 9월 23일 19년 9월 28일

그림 72. 금꿩의다리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11월 12일이다.

   2018년 대비 꽃눈파열시기 –28일, 개화시작시기 –36일, 낙화(>90%)시기 +7일,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 –14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40일의 변동이 발생했다.

19년 4월 22일 19년 5월 15일 19년 9월 11일 19년 11월 12일

그림 73. 금꿩의다리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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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 Hook.f. ex Baker & S.Moore. 매자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숲속쉼터

   •GPS 좌표 : N 37°10'02.86" E 127°03'24.8"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9월 25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3월 18일에는 이미 군락의 상당 부분 성장이 이루어진 뒤였다.

19년 3월 18일 19년 4월 5일 19년 4월 17일 19년 8월 15일

그림 74. 깽깽이풀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3월 31일, 개화시작시기 4월 1일, 개화(>50%)시기 4월 6일, 낙화(>90%)시기 4월 14일이다.

19년 3월 29일 19년 4월 1일 19년 4월 6일 19년 4월 14일

그림 75. 깽깽이풀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5월 13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5월 22일이다.

19년 5월 7일 19년 5월 13일 19년 5월 22일 19년 5월 28일

그림 76. 깽깽이풀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모니터링 진행 중 수목원 내부 사정에 의해 깽깽이풀 군락 일체가 제초 되었다. 따라서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

는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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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18일 19년 4월 8일 19년 4월 22일 19년 9월 25일

그림 77. 깽깽이풀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서. 꽃창포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붓꽃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인공보존원

   •GPS 좌표 : N 37°10'01.4" E 127°03'15.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9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인공보존원의 초본류는 이식하여 활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바 금년에는 개화 및 열매결실 등 영양기관의 생물계

절성 변화를 관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꽃창포의 경우 인공보존원에 재이식 하였을 때 영양기관의 생물계절성 변화는 이미 모두 진행 뒤였다.

19년 4월 24일 19년 5월 7일 19년 8월 26일 19년 10월 21일

그림 78. 꽃창포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6월 10일, 개화시작시기 6월 12일, 낙화(>90%)시기 7월 1일이다.

19년 6월 12일 19년 6월 13일 19년 6월 17일 19년 6월 24일

그림 79. 꽃창포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군락 내 열매생성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7월 말부터 집중호우가 내린 뒤 모든 열매가 까맣게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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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24일 19년 9월 11일

그림 80. 꽃창포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11월 19일이다.

   2018년 대비 꽃눈파열시기 –13일, 개화시작시기 –13일,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 +6일의 변동이 있다.

19년 5월 8일 19년 6월 11일 19년 7월 15일 19년 11월 19일

그림 81. 꽃창포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어.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범의귀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소나무원

   •GPS 좌표 : N 37°10'02.8" E 127°03'28.9"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7월 8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3월 18일에는 이미 군락의 상당 부분 성장이 이루어진 뒤였다.

   개엽시기 3월 30일이다.   

19년 3월 18일 19년 3월 22일 19년 3월 30일 19년 4월 17일

그림 82. 돌단풍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개화시작시기 3월 23일, 낙화(>90%)시기 4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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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월 29일 19년 4월 8일 19년 4월 17일 19년 4월 28일

그림 83. 돌단풍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4월 28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4월 30일이다.

19년 4월 28일 19년 4월 30일 19년 5월 8일 19년 5월 10일

그림 84. 돌단풍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낙엽과 지상부고사(>90%)시기는 7월 8일이다. 2018년 대비 개엽시기 –3일, 개화시작시기 ±0일, 낙화(>90%)시기 +3

일,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 –52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5일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낙엽·지상부고사의 경우 기상 상

황의 특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50여일이나 빨리 진행되었다. 

19년 3월 18일 19년 3월 29일 19년 5월 22일 19년 7월 8일

그림 85. 돌단풍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저.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im. 가지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기능성식물원

   •GPS 좌표 : N 37°10'01.9" E 127°03'14.8"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6일부터 시작하여 7월 1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3월 18일에는 이미 군락의 상당 부분 성장이 이루어진 뒤였다. 잎눈파열, 개엽시기는 모두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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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월 8일 19년 5월 24일 19년 6월 24일

그림 86. 미치광이풀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전경

   군락 내 꽃눈이 일절 생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생식기관의 생물계절성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6월 24일이다. 인공보존원에 재식재한 뒤 모니터링 대상을 중도 변경하였다. 기존의 

조사 군락은 교목 하층부에 위치하여 생육 상태가 매우 불량했기 때문이다.

19년 5월 8일 19년 5월 22일 19년 6월 24일

그림 87. 미치광이풀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처. 산국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국화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인공보존원

   •GPS 좌표 : N 37°10'01.4" E 127°03'15.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22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5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전시원 내 관목 하층부에 있던 개체를 인공보존원에 이식 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개엽시기 3월 27일이다.

19년 3월 22일 19년 5월 29일 19년 11월 19일

그림 88. 산국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10월 4일, 개화시작시기 10월 12일, 낙화(>90%)시기 11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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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월 16일 19년 10월 4일 19년 10월 12일 19년 11월 4일

그림 89. 산국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11월 4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11월 19일이다.

19년 11월 4일 19년 11월 12일 19년 11월 19일 19년 11월 25일

그림 90. 산국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 11월 25일이다.

   2018년 대비 개엽시기 –2일, 꽃눈파열시기 +15일, 개화시작시기 –3일, 낙화(>90%)시기 –3일, 낙엽·지상부고사

(>90%)시기 +12일의 변동이 있었다. 

19년 9월 16일 19년 10월 8일 19년 10월 21일 19년 11월 19일

그림 91. 산국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커.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매자나무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습지생태원

   •GPS 좌표 : N 37°10’02.00” E 127°03’19.69”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17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5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4월 중순 조사대상종 일부 교체에 따른 추가로 잎눈파열 및 개엽시기의 데이터가 누락되었다.   

19년 4월 17일 19년 4월 22일 19년 6월 3일 19년 11월 25일

그림 92. 삼지구엽초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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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꽃

   꽃눈파열 및 개화시작시기도 이미 진행 완료된 상태였고, 낙화(>90%)시기는 5월 2일이다. 

19년 4월 17일 19년 4월 22일 19년 5월 10일

그림 93. 삼지구엽초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5월 7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5월 10일이다.

19년 4월 29일 19년 5월 7일 19년 5월 15일 19년 5월 28일

그림 94. 삼지구엽초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11월 25일이다. 신규로 추가하여 모니터링 대상종이 되었기에 생물계절성 변화에 대

한 기존 데이터가 없어 비교 분석을 할 수는 없었다.

19년 4월 22일 19년 6월 17일 19년 9월 23일 19년 11월 25일

그림 95. 삼지구엽초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터. 앉은부채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천남성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기능성식물원

   •GPS 좌표 : N 37°10'02.2" E 127°03'15.1"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26일부터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4월 중순 조사대상종 일부 교체에 따른 추가로 잎눈파열 및 개엽, 개화, 열매생성시기의 데이터가 모두 누락되었다.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7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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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26일(열매) 19년 5월 2일(잎) 19년 6월 11일(잎) 19년 7월 15일(전경)

그림 96. 앉은부채의 계절변화 사진

   퍼. 앵초 (Primula sieboldii E.Morren. 앵초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습지생태원

   •GPS 좌표 : N 37°10’02.10” E 127°03’19.85”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4월 17일부터 시작하여 7월 8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과 꽃

   4월 중순 조사대상종 일부 교체에 따른 추가로 잎눈파열 및 개엽, 개화시기의 데이터가 누락되었다.

   개화(>50%)시기 4월 19일, 낙화(>90%)시기 5월 6일이다.   

19년 4월 19일(꽃) 19년 5월 6일(꽃) 19년 5월 2일(잎) 19년 7월 1일(잎)

그림 97. 앵초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6월 17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7월 1일이다.

19년 5월 10일 19년 5월 29일 19년 6월 17일 19년 7월 1일

그림 98. 앵초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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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17일 19년 5월 2일 19년 7월 15일

그림 99. 앵초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허. 얼레지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백합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관상조류원

   •GPS 좌표 : N 37°10’00.12” E 127°03’31.75”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5월 20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3월 20일에는 이미 군락의 상당 부분 성장이 이루어진 뒤였다.

19년 3월 20일 19년 4월 8일 19년 4월 26일

그림 100. 얼레지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는 관찰할 수 없었으나 개화시작시기 3월 28일, 낙화(>90%)시기 4월 9일이다.

19년 3월 25일 19년 3월 27일 19년 3월 29일 19년 4월 9일

그림 101. 얼레지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4월 18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5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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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9일 19년 4월 22일 19년 5월 10일 19년 5월 15일

그림 102. 얼레지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3월 20일에는 이미 군락의 성장시작이 이루어진 뒤였다.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 5월 4일이다.

19년 3월 25일 19년 3월 29일 19년 4월 9일 19년 5월 15일

그림 103. 얼레지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고. 피나물 (Hylomecon vernalis Maxim. 양귀비과)

   •위치 : 물향기수목원 습지생태원

   •GPS 좌표 : N 37°10'02.4" E 127°03'19.6"

   •계절변화 : 조사 기간은 최초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까지 수행 하였다.

     1) 식물 생태변화 모니터링 

       가) 잎

   개엽시기 3월 29일이다. 잎 색의 변화는 7월 15일부터 이루어졌다.

19년 3월 18일 19년 3월 29일 19년 6월 3일 19년 7월 29일

그림 104. 피나물의 잎의 계절변화 사진

       나) 꽃

   꽃눈파열시기 4월 10일, 개화시작시기 4월 14일, 낙화(>90%)시기 4월 22일이다.

   그러나 조사지 내 타 군락들은 최대 5월 10일까지 개화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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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8일 19년 4월 10일 19년 4월 17일 19년 4월 22일

그림 105. 피나물의 꽃의 계절변화 사진

       다) 열매

   열매성숙 시작시기 4월 30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5월 26일이다.

19년 4월 24일 19년 4월 30일 19년 5월 26일 19년 5월 31일

그림 106. 피나물의 열매의 계절변화 사진

       라) 전경

   첫 모니터링을 시작한 3월 18일에는 이미 군락의 성장시작이 이루어진 뒤였다.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 7월 29일이다.

   2018년 대비 개엽시기 –3일, 꽃눈파열시기 +10일, 개화시작시기 +12일, 낙화(>90%)시기 –3일, 낙엽·지상부고사

(>90%)시기 +9일, 열매성숙 절정시기 +2일의 변동이 있었다.

19년 3월 18일 19년 4월 8일 19년 4월 22일 19년 7월 29일

그림 107. 피나물의 전경의 계절변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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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식물계절성 모니터링

  본 연구는 1차 사업(‘09~‘18년) 기간 동안 현지내(자생종), 현지외(식재종)을 구분하여 생물계절성 모니터링

을 시행해왔으나 금년에는 현지외인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에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2

차 사업(‘19~‘28년)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전시원 외에도 축령산 및 수리산 등 자생지를 방문하여 현지내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식물은 수목원 내에 식재 또는 자생하고 있는 식물종 중 전국 10개 수목원 공통 분포종 20종 

및 자체 10종으로 재선정 하였다. 총 30종은 기후변화 취약종 7종, 관심종 16종, 일반종 7종으로 이루어져있

다. 조사는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였고 2월~5월에는 3회/1주, 7월~8월에는 1회/2주, 그 외 기간에는 1회/1

주 원칙을 따랐다. 식물 계절성 모니터링시 가급적 동일한 시간에 관찰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또한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고 인근 동일종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군락 내 3개체씩 반복 조사하였으며 따라서 

총 90개체를 모니터링 하였다.

  침엽수의 잎눈파열시기는 은행나무_암 8일, 은행나무_수 14일, 주목_암 7일, 주목_수 9일 늦어졌고 소나무

는 전년과 동일하다. 개엽시기는 은행나무_암 5일, 은행나무_수 9일, 주목_암 4일, 주목_수 4일 늦어졌고 소

나무는 9일 빨라졌다. 비산시작시기는 은행나무_수 5일, 주목_수 3일 빨라진 반면 소나무는 6일 늦어졌고 비

산종료시기는 은행나무_수 3일, 소나무_5일 빨라졌지만 주목_수가 4일 늦어졌다.

  활엽수의 잎눈파열시기는 백목련 4일, 산수유 11일, 졸참나무 8일, 철쭉 9일 늦어졌고 개나리 1일, 왕벚나

무 12일, 진달래 1일 빨라졌다. 개엽시기는 개나리 5일, 백목련 8일, 산수유 3일, 졸참나무 12일, 진달래 3

일, 철쭉 1일 늦어졌고 왕벚나무만 1일 빨라졌다. 꽃눈파열시기는 모감주나무 1일, 백목련 6일, 산수유 7일, 

왕벚나무 2일, 졸참나무 13일, 철쭉 4일 늦어졌고 진달래만 6일 빨라졌다. 개화시기는 개나리 5일, 왕벚나무 

3일, 졸참나무 5일 늦어졌고 산수유 9일, 진달래 2일 빨라졌다. 한편 모감주나무와 백목련은 전년과 동일하

다. 낙화시기는 개나리 5일, 모감주나무 8일, 백목련 10일, 산수유 6일, 졸참나무 2일, 진달래 10일, 철쭉 4

일 늦어졌고 왕벚나무는 전년과 동일하다.

  금년 신규 조사원 채용에 따른 생물계절성 모니터링 작업은 3월 중순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초본

류 대다수의 생장시작시기 및 잎눈파열시기나 꽃눈파열시기와 같은 생물계절성은 이미 단계가 지나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원 고용이 가능해진 바, 2020년부터 공백없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본의 개엽시기는 피나물이 4일 빨라졌다. 꽃눈파열시기는 금꿩의다리 25일 빨라졌고, 피

나물 10일 늦어졌다. 개화시기는 깽깽이풀 4일, 돌단풍 1일, 피나물 8일 늦어졌다. 낙화시기는 가지복수초 4

일, 피나물 3일 빨라졌고 깽깽이풀 10일, 돌단풍 3일 늦어졌다. 지상부고사는 가지복수초 8일, 피나물 9일 

늦어졌고 돌단풍 52일, 앉은부채는 45일 빨라졌다.

2. 생물계절현상과 기후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되었으며, 제 40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5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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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의 생태계 부분에서는 리스크 평가 및 적응에 대해 강조하였

다.(Noble et al., 2014) IPCC 제5차보고(2014)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0.85℃(0.65~1.06℃)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 동아시아지역의 평균기온은 이

전 세기에 비해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에는 15~37%의 종이 멸종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Thomas et al., 2004).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서식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분포 조성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윤영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기후변

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Chemieleswki et al.(2004)은 독일에서 1961~2000년의 40년 동안 기온이 1.4℃ 증가하였고 2~4월 평균 

기온이 식물계절의 연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임을 보고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2~4월 평균 기

온 1℃의 증가는 수목의 개화시기를 약 5일 빠르게 하였다. (조현길, 2008) 이를 바탕으로 1차 사업 조사대

상종과 공통종인 12종(활엽수 9종, 침엽수 3종)에 대하여 2010년~2019년 간 관련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그러자 2월~5월 월평균온도(℃)가 가장 높은 해에 생물 계절성 또한 빨리 진행되었다. 2014년 2월 2.1℃

이고, 3월 7.6℃까지 오르자 (2018년 3월 월평균기온이 7.9℃로 가장 높았지만 2014년 3월 월평균기온과 –
0.3℃ 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분석시에는 2014년 2월 및 3월의 생물 계절성을 활용하였다.) 

3월~5월에 진행되는 잎눈파열시기, 낙화(>90%)시기, 열매생성시기가 가장 빨랐다. 2016년 4월 13.9℃, 5월 

19.1℃였고 마찬가지로 3월~5월에 진행된 개엽시기, 비산시작시기가 가장 빨랐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전시원 및 자생지 내 설치한 주기상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지속적인 기상 관련 인자를 

수집하지 못한 것이다. 기상청 날씨누리 지상관측자료 내 수원 유인관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미기상 

기후의 특성상 데이터의 정밀도가 부족하다. 다만, 금년 인공보존원 내 신규 설치한 백두대간 수목원의 ‘미기

상 관측장비’를 통해 보다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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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잣 농약잔류 조사
(연구 용역과제, 2019년)

권건형, 이진흥, 오준식, 정윤미 

요  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나무주사 후 잣나무에서 수확되는 과실(잣)에서 약제 잔류량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Abamectin DC, Emamectin benzoate EC, Thiamethoxam DC, Abamectin ․ Sulfoxaflor DC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잣나무 조림지에 살충제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약제 잔류량 분석을 위해 잣 수확시기인 

가을철에 시료분석을 위한 잣을 채취하였다. 

  잣나무에서 나무주사 후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200개 시료 중 191개 시료가 분석되었으며, 

Abamectin B1a 정량과 배량 모두 검출한계( <0.01mg/kg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Emamectin 

benzoate(Emamectin B1a, Emamectin B1b)는 배량에서 검출한계( <0.005mg/kg )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정량의 경우 평균 0.014±0.007mg/kg이 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amethoxam는 정량에서는 25개 

시료 중 1개시료에서만 검출(0.062mg/kg)되었으며, 배량은 25개 시료중 16개 시료에서 평균 

0.066±0.016mg/kg이 검출되었다. Abamectin ․ Sulfoxaflor DC에서 Abamectin B1a 은 정량, 배량 모두 

검출한계( <0.01mg/kg) 이하로 분석되었지만, 살충제로 사용되는 Sulfoxaflor의 경우 정량에서 

0.083±0.017mg/kg, 배량에서0.102±0.033mg/kg이 검출되어 Thiamethoxam과 Sulfoxaflor와 같은 네오니

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성분이 잔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Ⅰ. 서  론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 면적이 증가하여 1997년 전남 

구례, 경남 함안, 1998년 경남 진주, 1999년 경남 통영, 2001년 경남 거제, 전남 목포 등 남쪽 지방으로

부터 북쪽으로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며, 2007년 9개 시·도 55개 시·군·구까지 확산되었다. 최초 발생된 

이후 특별법제정(`05년), 인력·예산 대폭 확충 및 방제방법 보완 등 적극적인 방제를 한 결과 감소추세

을 보였으나, 2013년 고온현상·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 존치·피해목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이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총력 방제 대응으로 소나

무재선충병 피해가 감소추세로 전환 되었으나 2014년에는 제주 및 경북 영주, 경주, 서울시까지 확산되

어 피해면적, 본수는 감소된 반면 피해지역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1900년대 초반 큐슈지방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1905년 나가사키에

서 38본 발생하였으나 천공성 해충의 피해로 오인 발생초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시까지 일부 박피

소각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산되었다. 특히 2차 대전 중에 갱목, 선박 및 차량용재, 

전후에는 연료, 건축용재로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47년 전국 조사결과 동북 6개 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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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35개 부현으로 확산, 총 피해량 108만m3이 발생하였다. 유럽의 경우 1999년 포르투갈 남서부 

해안도시 Setubal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2008년에는 급속도로 중부지역으로 

확산, 전역이 위험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포르투갈 본토와는 떨어진 Madeira 섬에

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여 방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2008년 

포르투갈에서 북쪽의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Extremadura의 `Sierrade Dios Padre`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후 평균 1~2년 간격으로 포르투갈 국경과 연접한 4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발견

되어 현재 5개 지역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1960년대부터 약제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963년 피해목 벌채 후 유기염

소계 살충제 처리, 1964년부터 건전목에 대해서도 약제살포 실시, 1971년부터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유

기인계 살충제로 대체 하였다. 1972년 소나무재선충을 발견하므로서 재선충과 매개충(하늘소류)의 관계

가 구명됨에 따라 다양한 방제기술이 개발되었다. 물리적 방제방법으로 벌채후 파쇄, 소각, 매몰, 고주

파, 감마선 조사등을 실험하였고, 화학적 방제방법으로 훈증(메탐소디움), 지상살포(메프유제 등), 항공약

제 살포, 나무주사(그린가드 등)와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백강균 등 천적미생물, 천적 곤충 및 미소동물, 

조류의 이용과 소나무림 토양 개선, 저항성 수종갱신 등의 임업적방제가 이루어졌다. 1977년 소나무재선

충 특별조치법을 1997년까지 시행하며 현재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부현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특별히 보존해야 할 소나무림의 경우 민간 합동으로 철저한 방제에 의해 잘 

보존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방제 전략 및 방제 방법으로는 매개충의 조절 및 박멸을 위한 방법을 시행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하여 피해지역과 건전지역의 중간지역을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법과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매개충 포획방법, `그물망`을 이용한 목재 

이동 및 매개충 살충효과를 이용한 방제, 피해목 파쇄, 나무주사 예방법, 감염목 훈증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스페인의 방제 방법으로는 발생 즉시 박멸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찰을 강화하여 모두베기를 주로 사

용하며 감염목 대부분 파쇄 처리하여 화학적 방제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페로몬 연구의 원조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페로몬 트랩은 방제에 이용하기 보다는 모니터링용으로 매개충의 생태, 이동 등 확산 양

상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은 2015년 제정되어 5번의 개정을 통해 방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중앙방제대책본부를 비롯해 지역방제대책본부, 모니터링센터, 역학조사반 그리고 진단기관의 조직을 설

치하고 예찰 및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발생상황을 확인하므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다. 신규발생지 등 긴급방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밀조사, 방제대책회의, 긴급방제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언론홍보 및 지

역주민안내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방제방법으로는 하늘소류 우화시기에 약제 항공살포와 단목 또는 

소면적의 임분에 살포하는 지상살포 방법과 나무주사를 통한 예방 방법, 유인목 설치 및 유인트랩, 모두

베기와 소구역 모두베기 및 피해목을 벌채하여 훈증 또는 소각, 파쇄하는 임업적 방제 방법 등이 있다.

  예방나무주사 방법은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화제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과 국가 주요시설, 생

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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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역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송이버섯,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국내 식용 잣의 높은 수확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06년 경기도 광주시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보고된 이래 경기도 잣나무림에 급속도로 확산되

고 있다. 피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식용하는 잣의 약제 잔

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으로 약제잔류 분석을 하므로써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에 도입되어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의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0.05ppm에서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낮아지므로 관리기준에 맞춰 잣나무에서 수확하는 식

용 잣의 나무주사 후 농약약제 잔류검사를 통해 안전 섭취량 설정에 대한 연구와 신뢰성 있는 농약안전

관리, 농약에 따른 1일 섭취에 관련된 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농약사용에 있어서 섭취량자료와 연계하

여 위해성평가 등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살선충제 나무주사 처리된 잣나무에서 수확하는 식용 잣의 농약잔류량을 분석하여 2019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맞춰 나무주사된 잣나무에서 수확한 식용 잣 섭취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 안전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약종

  실험에 이용한 약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로 사용되는 4약종을 공시하였

으며, 처리약량은 Abamectin EC, Emamectin benzoate EC, Abamectin․+Sulfoxaflor DC은 흉고직경당 

cm당 1.0㎖을,  Thiamethoxam DC은 흉고직경당 cm당 0.5㎖을 나무주사를 실시하였다. 

표 1. 공시약종

일   반   명 유효성분(%) 제형 처  리  량

Abamectin 1.8 EC 1.0㎖/흉고직경(cm);원액

Emamectin benzoate 2.15 EC 1.0㎖/흉고직경(cm);원액

Thiamethoxam 15 DC 0.5㎖/흉고직경(cm);원액

Abamectin․+Sulfoxaflor
Abamectin-1.8

Sulfoxaflor-4.2
DC 1.0㎖/흉고직경(cm);원액

2. 약제의 나무주사

  경기도 가평군 북면 잣나무 조림지로 평균수고 20m, 평균 흉고직경 32cm로 가지치기, 숲가꾸기 등 임분 

관리가 매우 잘 된 지역으로 Abamectin EC, Emamectin benzoate EC, Abamectin․+Sulfoxaflor D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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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종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7일에 걸쳐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Thiamethoxam DC은 4월 15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하였다. 공시목은 각 약제별로 5본을 선정하여 나무주사

를 실시하였다. 

              시험지 전경                                나무주사

그림 1. 나무주사 시험지 전경 및 나무주사

3. 시료의 수확 및 조제

  잣나무에서 농약잔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위해 9월 18일 ~ 9월 20일 걸쳐 약제별로 5본씩 나무

주사된 공시목에서 상단부에 잘 결실된 5개의 구과를 각각 채취하여, 채취된 시료는 실험실로 옮겨 구

과피와 외종피를 분리 후 식용되는 실잣을 선별하여 즉시 냉동 보관하였다.

 

      잣나무 시료 채취를 위한 등목                   시료 조제

                        그림 2. 잣나무 시료 채취 및 조제

4. 시험 방법

  1) 분석방법

  농약잔류분석은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수율 검정 실시 후 분석하였으며, 잣나무에 열리는 구과내 

식용 잣의 농약잔류분석을 수행하였다. 잔류농약은 Abamectin B1a, Emamectin benzoate(Emamectin 

B1a, Emamectin B1b), Sulfoxaflor, Thiamethoxam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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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분석용 시약 및 기구와 분석기기

시약 및 기구 분석기기

1 Acetonitrile: HPLC grade (Fisher science)

LC-MS/MS(Shmadzu, LCMS-8050, Japan)

2 Formic acid: ≥ 98.0% (HPLC grade, Merk)

3 Ammonium fluoride: ≥ 99.0% (Fluka)

4 QuEChERS Extraction Salts: EN Method Extraction Kits

5 시료균질기: VIBA 330 (Collomix)

6 원심분리기: Centrifuge 5804R (Eppendorf)

  2) 분석 시료의 전처리

  시료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였고 이산화탄소를 소거 된 후 폴리에틸렌병에 넣어 –20℃

에서 냉동보관하였으며, 시료의 분석은 QuEChERS 전처리법을 이용하였다.  

시료칭량 ○ 15 mL 원심분리관에 균질화된 시료 1 g 을 칭량
↓

추출 및 

분배

○ 증류수 0.5 mL를 첨가하여 습윤화를 시킨 후, 아세토니트릴을 

    5 mL 주가한 후 1분간 진탕

○ 4 g MgSO4, 1 g NaCl를 첨가한 후 다시 1분간 퀘쳐스 전용 균질기로 진탕

○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 ℃, 4,000 rpm/min.으로 10분간 원심분리

  * MgSO4는 수분이 있을 경우 열이 발생하면서 응집하므로 신속히 

 흔들어 냉각된 원심분리기 또는 냉각조에 넣어 식힘

↓

정 제

○ LC-MS/MS

- 상등액을 0.2 m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하여 시액으로 사용

- 이동상 초기조건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시료액 500 mL에 완충용액 400 mL, 아

세토니트릴 100 mL(완충용액과 아세니트릴 4:6비율의 혼합액)를 넣어 1000 

mL로 맞춰 바이알에 담음
↓

기기분석 ○ LC-MS/MS

그림 3. 분석시료의 전처리 과정

  3) 분석조건

  본 실험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himadzu LC-MS/MS, LC-MS8050, Japa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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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LC-MS/MS 기기분석 조건

Nexera X2 Liquid chromatograph (Shimadzu, Japan)

Column Kinetex PS C18 (100 mm x I.D 2.1 mm, 2.6 mm)

Column Temp. 40℃

Injection volume 10 uL

Mobile phase
A = 0.1% formic acid+1 mM ammonium fluoride in Water

B = 0.1% formic acid+1 mM ammonium fluoride in Acetonitrile

Gradient

Time flow (mL/min.) A (%) B (%)
Initial 0.3 90 10

1.5 0.3 90 10
3.0 0.3 60 40
5.0 0.3 5 95
7.0 0.3 5 95
7.1 0.3 90 10
10.0 0.3 90 10

LC/MS-8050 (Shimadzu, Japan)

Ionization Electrospray Ionization (positive)

Interface temp. 150℃

Heat block temp. 400℃

DL Temp. 220℃

Nebulizing gas Flow 3 L/min.

Heating gas Flow 10 L/min. (air) 

Drying gas Flow 10 L/min. (nitrogen) 

MRM Detection Timed SRM (Selected Reaction Monitoring) mode, 표2

 표 4. LC-MS/MS분석 성분 SRM 조건

Compound
RT

(min)
Ionization

Precursor ion >Product ion (CE, eV)

Quantifier  ion　 Qulifier  ion

Abamectin B1a 6.26 [M+NH4]+ 890.5 > 305.25 -28 890.5 > 567.35 -17

Emamectin B1a 5.24 [M+H]+ 887.1 > 158.25 -38 887.1 > 159.20 -36

Emamectin B1b 5.13 [M+H]+ 872.4 > 158.20 -37 872.4 > 82.05 -55

Sulfoxaflor 4.56 [M+H]+ 278.1 > 174.10 -12 278.1 > 154.15 -28

Thiamethoxam 3.78 [M+H]+ 291.9 > 211.10 -14 291.9 > 181.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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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법 검증

  1) 분석법의 회수율

  분석법에 대한 검증하기 위하여 식용 잣에서 회수율을 구하였다. 회수율 시험은 잣 시료 1 g에 표준

용액을 첨가하여 전처리방법과 동일하게 회수율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처리수준은 50 µg/kg, 3반복으로 

진행하였다. 적정 회수율 범위는 70-120%, 반복 회수율 수치간 변이계수 20% 이하로 하였다. 회수율 

시험은 제조한 표준품 혼합용액을 시료에 첨가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표 5. 회수율 시험 수준

시료 시료량(g) 처리수준(µg/kg) 반복수

식용 잣 1 50 3   

Ⅲ. 연구결과

1. 분석법의 회수율

  회수율 시험은 제조한 표준품 혼합용액을 시료에 첨가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

으며 잣나무에서 식용으로 이용하는 실잣 1g에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3반복 실험하였으며, 50ug/kg 농도에서 

회수율 결과는 표 6과 같이 각각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농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

시된 4개 약종 모두 적정회수율 범위인 70-120%였다. 

 표 6. 공시약제별 분석법의 회수율 

No. 성분명 회수율(%) 변이계수(RSD, %)

1 Abamectin B1a 98.0 9.9

2
Emamectin benzoate

(Emamectin B1a + Emamectin B1b)
84.0 6.6

3 Sulfoxaflor 86.0 3.7

4 Thiametoxam 82.0 7.9

2. 잣나무 식용 잣 약제 잔류량 분석

  시료의 분석을 위하여 약제당 처리량(정량·배량)별로  25개 구과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에 이용하였

으며, 구과를 채취하였으나 정선과정에서 결실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잣종실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것

은 시료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나무주사약제 4종 약제 잔류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았으며, 각 약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부터 표 12까지의 결과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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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잣나무에 나무주사된 약제에 대한 잣 종실내 잔류량 분석

나무주사 시기 약         종
처리

약량

잔  류  량(mg/kg)

최고 최저 평균

2019년

Abamectin DC
정량 N.D N.D N.D※※

배량 N.D N.D N.D

Emamectin benzoate EC
정량 0.025 0.006 0.014±0.007

배량 N.D N.D N.D※※※

Thiamethoxam DC
정량 0.062 0.062 0.062※

배량 0.102 0.047 0.066±0.016

Abamectin․+
Sulfoxaflor DC

Abamectin 
정량 N.D N.D N.D

배량 N.D N.D N.D

Sulfoxaflor 
정량 0.109 0.062 0.083±0.017

배량 0.167 0.052 0.102±0.033

※ 25반복중 1개의 반복에서만 약제 잔류량 검출
※※ N.D : Not Detected (Abamectin 검출한계 <0.005mg/kg)
※※※ N.D : Not Detected (Emamectin benzoate 검출한계 <0.001mg/kg)

  가. 아바멕틴 유제(Abamectin 1.8% EC)

  아바멕틴 유제의 경우 정량에서 총 25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배량에서는 1개의 구과가 종실의 성숙

이 불량하여 24개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량과 배량 모두에서 검출한계 기준인 0.01mg/kg 이

하로 나타났다. 

표 8. 잣 종실내 아바멕틴 유제의 약제잔류량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

1 2 3 4 5

아바멕틴 유제

(Abamectin EC 1.8%)

정량 가 <0.01 <0.01 <0.01 <0.01 <0.01

정량 나 <0.01 <0.01 <0.01 <0.01 <0.01

정량 다 <0.01 <0.01 <0.01 <0.01 <0.01

정량 라 <0.01 <0.01 <0.01 <0.01 <0.01

정량 마 <0.01 <0.01 <0.01 <0.01 <0.01

배량 가 <0.01 <0.01 <0.01 <0.01 <0.01

배량 나 <0.01 <0.01 <0.01 <0.01 <0.01

배량 다 <0.01 <0.01 <0.01 <0.01 시료없음

배량 라 <0.01 <0.01 <0.01 <0.01 <0.01

배량 마 <0.01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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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Emamectin benzoate 2.15% EC)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의 경우 정량에서는 3개의 시료가 미성숙하여 총 23개 시료를 분석하였다. 

수목 ‘라’번목과 ‘마’번목은 각 5개의 시료에서 검출한계인 0.005mg/kg이하로 나타났으며, ‘가’,‘나’,‘다’ 3

개의 잣나무에서 채취된 12개 시료중 7개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상으로 약제의 잔류량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배량에서 채취하여 분석된 23개 시료에서는 모두 0.005mg/kg이하로 나타났다. 

표 9. 잣 종실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의 약제잔류량

 다.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Tiamethoxam 15% DC)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는 정량에서는 총 25개 시료중 1개의 시료에서만 0.062mg/kg의약제 잔류가 검

출되었으며 나머지 24개의 시료는 검출한계인 0.01mg/kg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량은 ‘나’번목은 약

제가 검출한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4개의 수목에서 채취된 시료는 20개 시료중 15개 시

료에서 검출한계 이상의 약제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잣 종실내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의 약제잔류량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

1 2 3 4 5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Emamectin benzoate 

EC 2.15%) 

정량 가 0.021 0.025 <0.005 0.006 0.010

정량 나 0.017 <0.005 <0.005 시료없음 시료없음

정량 다 0.008 <0.005 0.014 <0.005 시료없음

정량 라 <0.005 <0.005 <0.005 <0.005 <0.005

정량 마 <0.005 <0.005 <0.005 <0.005 <0.005

배량 가 <0.005 <0.005 <0.005 <0.005 <0.005

배량 나 <0.005 <0.005 <0.005 <0.005 <0.005

배량 다 <0.005 <0.005 <0.005 시료없음 시료없음

배량 라 <0.005 <0.005 <0.005 <0.005 <0.005

배량 마 <0.005 <0.005 <0.005 <0.005 <0.005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

1 2 3 4 5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Thiamethoxam DC 

15%) 

정량 가 <0.01 0.062 <0.01 <0.01 <0.01

정량 나 <0.01 <0.01 <0.01 <0.01 <0.01

정량 다 <0.01 <0.01 <0.01 <0.01 <0.01

정량 라 <0.01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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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Abamectin 1.8%, Sulfoxaflor 4.2% DC)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는 아바멕틴과 설폭사플로르의 합제로 잔류량 분석도 Abamectin 

B1a와 Sulfoxaflor 2개의 약종을 각각 분석하였다. 아바멕틴의 경우 표 6과 같이 아바멕틴 유제를 단제

로 처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량과 배량 모두 검출한계인 0.01mg/kg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폭사

플로르는 정량에서는 ‘다’,‘라’번목은 검출한계 이하인 0.01mg/kg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의 수목에서는 

전체 15개 시료중 10개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상의 약제가 검출되었다. 배량은 분석에 이용된 시료 24개

중 4개 시료를 제외한 20개 시료에서 약제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잣 종실내 아바메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중 아바멕틴 약제잔류량

표 12. 잣 종실내 아바메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중 설폭사플로르 약제잔류량

정량 마 <0.01 <0.01 <0.01 <0.01 <0.01

배량 가 <0.01 0.089 0.08 0.068 0.051

배량 나 <0.01 <0.01 <0.01 <0.01 <0.01

배량 다 0.069 0.058 <0.01 0.065 0.059

배량 라 <0.102 0.088 0.058 <0.01 0.056

배량 마 0.052 <0.01 0.051 0.068 0.047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Abamectin

1 2 3 4 5

아바멕틴

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Abamectin-1.8%, 

Sulfoxaflor-4.2%  DC)

정량 가 <0.01 <0.01 <0.01 <0.01 <0.01

정량 나 <0.01 <0.01 <0.01 <0.01 <0.01

정량 다 <0.01 <0.01 <0.01 <0.01 <0.01

정량 라 <0.01 <0.01 <0.01 <0.01 <0.01

정량 마 <0.01 <0.01 <0.01 <0.01 <0.01

배량 가 <0.01 <0.01 <0.01 <0.01 <0.01

배량 나 <0.01 <0.01 <0.01 <0.01 시료없음

배량 다 <0.01 <0.01 <0.01 <0.01 <0.01

배량 라 <0.01 <0.01 <0.01 <0.01 <0.01

배량 마 <0.01 <0.01 <0.01 <0.01 <0.01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Sulfoxaflor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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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잣나무 식용 잣 약제 잔류농도에 따른 안정성 평가

  잣은 침엽수의 구과중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가 이루어지며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산림분야의 중요

한 산업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나무주사하는 약제 4종에 대한 잣 종실내 약제 잔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용 잣에 대하여 식용 식품으로 이용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잣에 대하여 각 약제별 잔류농도에 성인 60kg을 기준으로 1인 1일 섭취량을 곱

한 일일섭취 추정량을(EDI;Estimate daily intake)의 산출이 매우 중요한데, 약제별 잔류농도는 검출된 

최대 농도를 적용하였다. 잣의 1인 1일 섭취량은 표 13에서와 같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국

민영양통계자료에서 2016년, 2017년 자료를 조사하여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2016년 지역별 읍/면지

역, 2016년 연령층별 남자 19-29(세)에 조사된 0.18g을 적용하였다. 일일섭취 추정량 산출에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은, 농약의 노출평가에서도 ‘적용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하

는 노출 평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표 13. 2016, 2017년 분류별 평균 잣 섭취량 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영양통계)

아바멕틴

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Abamectin-1.8%, 

Sulfoxaflor-4.2%  DC)

정량 가 <0.01 <0.01 <0.01 0.109 <0.01

정량 나 0.073 0.067 0.091 0.108 0.092

정량 다 <0.01 <0.01 <0.01 <0.01 <0.01

정량 라 <0.01 <0.01 <0.01 <0.01 <0.01

정량 마 0.062 <0.01 0.068 0.083 0.075

배량 가 0.142 0.107 0.096 0.114 0.095

배량 나 <0.01 0.058 <0.01 <0.01 시료없음

배량 다 0.075 0.074 0.123 0.069 0.052

배량 라 0.103 0.102 0.092 0.109 0.167

배량 마 <0.01 0.095 0.061 0.152 0.152

분류 구분
평균(g) 표준오차(g)

2016 2017 2016 2017

평     균  0.08 0.06 0.02 0.01

지역별

대도시 0.05 0.05 0.01 0.01 

중소도시 0.07 0.06 0.02 0.02 

읍/면지역 0.18 0.06 0.02 0.02 

성별 남자 0.11 0.06 0.05 0.02 



- 324 -

  표 14와 같이 잣에 대한 약제 잔류농도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약제가 검출된 에마멕틴벤조에

이트 유제의 경우 위해지수가 0.003% 였으며,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는 나무주사에서 1개의 구과에서만 

약제가 검출되었으므로 검출된 0.025mg/kg을 기준으로 위해지수를 산출한 결과 0.000233%로 나타났다.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는 약제가 검출되지 않은 Abamectin B1a을 제외하고 Sulfoxaflor에 

대한 위해지수는 0.00327%로 나타났다. 위해지수가 100%를 초과하면 식품으로서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데 산출된 위해지수가 1%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잣 과실의 경우 지방함량이 

높아 조지방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어(한상섭 등, 1990) 나무주사된 약제의 이행성이 떨어져 잔

류농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잣의 1인 1일 섭취량이 0.00018kg로 매우 낮아서 일일섭취추정

량(EDI)이 매우 낮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 잣에 대한 약제 잔류농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약 제 명 성 분 명

잔류농도

(mg/kg)

(정량, 최고농도적용)

EDI2

(mg/day/

person)

ADI3

(mg/kg/bw/day)

TMDI4

(mg/day/p

erson)

HI5

(%)

아바멕틴

유제
Abamectin B1a N.D1 - 0.002 -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Emamectin B1a + 

Emamectin B1b
0.025 0.0000045 0.0025 0.15 0.003

티아메톡삼 Thiamethoxam 0.062 0.00001116 0.08 4.8 0.000233

여자 0.05 0.05 0.01 0.01 

연령층별

전체

12-18(세) 0.00 0.01 0.00 0.00 

19-29(세) 0.11 0.01 0.09 0.00 

30-49(세) 0.08 0.04 0.03 0.01 

50-64(세) 0.06 0.12 0.02 0.04 

남자

12-18(세) 0.00 0.01 0.00 0.00 

19-29(세) 0.18 0.01 0.16 0.00 

30-49(세) 0.12 0.05 0.06 0.02 

50-64(세) 0.04 0.12 0.02 0.08 

여자

12-18(세) 0.00 0.01 0.00 0.01 

19-29(세) 0.02 0.00 0.01 0.00 

30-49(세) 0.04 0.03 0.01 0.01 

50-64(세) 0.08 0.11 0.0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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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D기준 설정 : Not Detected (검출한계 <0.01mg/kg)
2 EDI(일일섭취추정량Estimate Daily Intake) = (잔류농도(mg/kg)×잣1인1일섭취량;    60kg 성인기준)
   -잣1인1일 섭취량 : 0.00018kg/per/day(2016년 국민영양통계)
3 ADI(일일섭취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e)
4 TMDI(이론적 일일최대 섭취량 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5 HI(위해지수 Hazard Index)=EDI/TMDI×100

   3. 잣나무 식용 잣에 대한 농약잔류 관리농도 기준안 제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나무주사 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제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잣은 침엽수류 구과중에서 유일하게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가 이루어지

는 중요한 임산물이므로, 잣 종실내 농약의 잔류 문제는 여러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

요로 한다. 

  농산물 중 잔류 농약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여 식품을 통하

여 섭취되는 개별 농약의 총량을 일일섭취허용량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용을 목적으로 생

산되는 잣에 대하여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4에서 검출된 잣 종실내 약제의 잔류에 따른 농약

잔류 관리농도기준안 제시를 위하여 잔류허용기준(MRL) 설정에서 사용되는 평균잔류농도에 표준편차값

을 4배한 값과 최고농도를 2배한 값중 큰 값을 적용하는데, 이를 적용한 결과 약제가 검출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와 티아메톡삼, 설폭사플로르의 경우 최고농도의 2배를 적용한 값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기준안

으로 제시하였다. 

표 15. 잣에 대한 농약잔류 관리농도 기준안 제안

1 N.D기준 설정 : Not Detected (검출한계 <0.01mg/kg)

분산성액제

아바멕틴+

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Abamectin B1a N.D - 0.002 -

Sulfoxaflor 0.109 0.00001962 0.01 0.6 0.00327

약제명 성분명
잔류량(mg/kg) 농약잔류 관리농도기준안(mg/kg)

최고 최저 평균
평균잔류농도
+4표준편차

최고농도×2 기준안

아바멕틴
유제 Abamectin B1a N.D1 N.D N.D - -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Emamectin B1a + 
Emamectin B1b

0.025 0.006 0.014±0.007
0.042

(0.014+4×0.007)
0.05

(0.025×2)
0.05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Thiamethoxam 0.062 0.062 0.062

0.062
(표준편차 없음)

0.124
(0.062×2)

0.124

아바멕틴+
설폭사플로르
분산성액제

Abamectin B1a N.D N.D N.D - - -

Sulfoxaflor 0.109 0.062 0.083±0.017
0.215

(0.083+4×0.033)
0.218

(0.109×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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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 4종이 나무주사 처리된 잣나무에서 수확하는 잣의 농약잔류량을 

분석하여 2018년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맞춰 약제 처리된 나무에서 수확한 잣의 

섭취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안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확성과 효과적인 약제 잔류 분석을 위해 처리당 25반복으로 총 200개 시료를 분석하였다.

  2. 분석법의 정량한계는 Abamectin B1a, Thiamethoxam, Sulfoxaflor 0.001mg/kg, Emamectin B1a 

+ Emamectin B1b 0.005mg/kg이었다. 

  3. 분석법의 검증을 위하여 식용 잣(무처리) 1g에서의 회수율을 조사한 결과 회수율 82.0%~98.0%와 

변이계수(RSD) 3,7%~9.9%가 분석되어 적정범위인 회수율 70~120%, 변이계수 20%이내를 만족하

였다. 

  4. 잣나무에서 나무주사후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Abamectin B1a에서는 단제와 합제 정량과 배량에서 

약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Emamectin B1a + Emamectin B1b 정량에서 비교적 소량 검출되었다. 

살충제 성분인 Thiamethoxam과 Sulfoxaflor의 경우 정량, 배량에서 모두 검출되었다.

  5. 잔류량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지수를 산출한 결과 1%미만의 매우 낮은 위해지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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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연구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 1996～계속)

이근섭, 김성신

요   약

  산림지역 대기오염도와 강수의 산성화 실태를 파악하고 수목과 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

명하고자, 강수산도 및 대기 중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을 측정하였다. 경기도내 7개소의 강수산도는 평균 

pH 5.87로 약산성을 띠었으며, 이산화황 평균 3.19ppb로 기준 20ppb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산화질소 역시 평균 11.41ppb로 기준 30ppb이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오존은 21.48ppb로 나타났

다.

Ⅰ. 서  론

  오늘날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은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공업단지의 대규모화 현상에 따른 연소

화합물의 다량배출,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간뿐만 아니라 수목, 야생동물 등 산림생

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지역 대기오염도와 강수의 산성화 실태를 파악하

고, 수목과 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피해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

로 강우산도 및 대기 중 이산화황(SO2)농도와 이산화질소(NO2)농도, 오존(O3)농도를 조사하고 강우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성비의 피해는 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토양의 산성화 및 영양분의 용출로 인

하여 산림피해가 일어나는데 낙엽율의 증가, 황백화 현상, 잎말림(wrinkling)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

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원의 실험 연구에 의하면, 붉은가문비나무에 pH 2.5의 산성비를 5개월 동안 

뿌린 결과, 40～50%의 낙엽율을 보인 바 있다(허인애 외 10인, 1992).

  산성우(acid rain)라는 용어는 영국의 Smith에 의해 1872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산성우라는 의미는 산업

배기가스로 인해 산성화된 구름이나 빗물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산성우와 같은 정

의를 도입하였다(Scheiring, 1986).

  이산화황(SO2)은 황산화물의 일종으로 물에 잘 녹는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불연성 가스이다. 

황을 함유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인위적으로 배출되며, 주요 배출원은  발전소, 

난방장치, 금속제련공장, 정유공장 등에서 발생한다. 질소산화물과 함께 산성비의 주요원인 물질로 토양등

의 산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바람에 의해 장거리 수송되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며 식물의 잎맥손상 등을 일

으키고 시정장애를 일으키며 각종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이산화질소(NO2)는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기체로서,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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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기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precursor)의 역할을 한

다.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파워 프랜트와 같은 고온 연소공정과 화학물질 제조공정 등이 있으며, 토양중

의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적 현상 등이 있다. 식물에 대한 피해로는 식물세포를 파괴하여 꽃식물의 

잎에 갈색이나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게 한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SOx 또는 NOx 등이 구름이나 빗방울에 용해되어 황산 또는 질산 등을 형성하

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 비율이 SOx가 84%,  NOx가 8%, Cl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과 산성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이들 악영향의 인자에 따라 산림의 반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분별할 수 있다. 

  산성비의 발생 메카니즘은 대기 중 이산화황과 질소 산화물이 변하여 황산이나 질산으로 기체상, 액

체상으로 존재하며, 에어로졸 형태의 고체미립자 표면에 부착되기도 하는데 화학식으로 밝히면 대략 이렇

다.

 

 ○ 기체상의 이산화황은 황산으로 변환할 때 OH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OH + SO2 + M → HOSO2 + M(M은 O2, N2 등)

        HOSO + H2O →HOSO2․OH2

        HOS2․OH2 + O2 → H2SO4 + H2O

  ○ NO2가 오존과 함께 반응하면 질산이 생성

       NO2 + OH(+M) → HNO3(+M)

       N2O5 + H2O → 2HNO3

       NO3 + RCHO → HNO3 + RCO(R는 H 또는 CH3)

  ○ NO2가 액체상에서 아래와 같은 반응으로 질산이 생성

       2NO2 + H2O ⇄ 2H+
 + NO3

_ + NO2
_

       NO + NO2 + H2O ⇄ 2H+
 + 2NO2

_

       2NO2 + H2O ⇄ 2H+
 +2NO3

_ + NO

 

  식물은 산성비를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이 산성비의 완충효과

가 크다. 그러나 이런 완충작용은 장기간 산성우가 지속될 경우 수목의 수세가 약해져서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피해를 초래한다. 강우의 pH가 4.5이하로 떨어지면 식물체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며, 

pH가 3.0이하가 되면 잎의 표피조직이나 세포질을 파괴하여 잎 조직이 죽게 되므로 잎 주변이나 잎맥 사

이에 갈색, 또는 황갈색의 반점이 생기며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체내의 양분성분을 용탈시켜 결국에는 

양분결핍을 초래한다.

  산성비가 숲의 수관을 통과하며 빗물이 중화되고 2차적으로 토양층으로 들어가 토양내의 양이온, 수목의 뿌

리나 미생물에 의하여 산성물질이 중화되어 하천으로 흘러가면 물의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산성비가 계속 지속되어 숲이 완충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토양 중의 산성물질(H+)이 증가하게 되어 산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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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촉진된다. 토양산도가 pH 4.5 이하로 떨어지면 토양중의 Ca, Mg, K 등의 양분 성분이 산성물질인 수

소이온(H+)과 치환되어 지하수에 용탈되어 지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러한 산성물질 중화이온이 고갈되면 토양

의 완충능이 낮아져 토양은 산성화되고 식물에 독성이 강한 알루미늄, 망간 등의 중금속 들이 용출되어 

식물뿌리에 독성을 끼쳐 고사시키거나 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지표상의 오존은 대기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된 PAN(Peroxy Acetyl Nitrate), 알데하이드, Acrolein 등

의 광화학 옥시단트의 일종으로 2차 오염물질에 속한다. 오존 생성의 4대요소는 질소산화물(NOx), 휘발

성유기화합물(VOCs), 자외선과 일정 이상의 온도, 햇빛의 세기가 강하고 지속시간이 길 때, 전구물질

의 배출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확산이 저해되는 기상조건과 지형적인 형태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일산화질소의 형태로 배출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의 존재하에서 대기중의 오존과 결합하거나 발생기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로 변환된다. 다시 이산화

질소는 햇빛을 받아 일산화질소와 원자로 광분해되고 생성된 산소원자는 대기중의 산소(O2)와 결합하

여 오존을 생성한다. 생성된 오존은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등의 과정이 되풀이 된다.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오존생성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대도시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와 공장 등의 배출시설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주된 배출원을 분석해 보면, 서울의 경우는 NOx는 수송에

서 약 73%, 발전소 등 연소시설에서 약 27%(발전 ․산업 3%, 난방24%)가 배출되고 VOCs는 수송에서 

약 53%, 나머지 약 47%는 주유소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인쇄소, 세탁소 등과 페인트 작업 시 등에서 발

생된다. 고농도의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 햇빛이 강한 하절기의 낮 시

간대에 주로 나타난다. 오존원인물질의 양이 같더라도 기상조건에 따라 그 농도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기도 한다. 

  산성우에 대한 개념은 이미 1세기 훨씬 전부터 인식되었지만 본격적이고 전반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독

일에서 많은 면적에 걸쳐 산림피해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이다(Uhlmann 등, 1989).

  산림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분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자연기후변화와 전염성 병원균 둘째, 지상부 식물조직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직접

적인 영향 셋째, 산성우의 영향으로 토양이 산성화됨에 따른 양료 결핍현상 넷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결과 등이다(Blank, 1955).

  대기오염에 의해 유발되는 산성우 문제는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광범위한 환경문제로서 국가간 또

는 심지어 대륙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유럽국가간 공동 측정망을 설치하

여 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NITREX(Tietema와 Beier, 1995)와 

EXMAN(Farrell등, 1994) 프로젝트 등이다.

  대기오염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발생원, 종류, 그리고 유입량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장거리 이동 동태와 지형지물에 따른 유입량의 변화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Ulrich, 1989).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은 장기간의 물리적-화학적 과정의 복잡한 고리의 최종산물로서 산림생태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초 단계이다. 이러한 대기물질의 유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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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습성유입이고, 다른 하나는 건성유입으로 나누고 있다(Summers, 1991). 습성유입은 강수, 강설, 안개, 

우박, 진눈개비 등에 의해 유입되는 형태이며, 건성유입은 가스, 에어졸, 먼지 등의 형태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산림의 산성화 과정은 크게 기본 양이온의 집적, 탄산의 용탈, 그리고 대기 산물질의 유입에 의한 과정은 산업

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주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Richter, 1986). Refuess(1981), 

Krug과 Frink(1987) 등에 따르면 산림토양의 대기, 황 및 질소의 유입에 따른 산성화 반응은 토양의 완충능

력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같은 산물질의 유입에 대해 염기포화도가 높고 양이온 치환

능력이 낮을수록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더욱 심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토양개량으로 산

성물질 유입에 대한 완충능력을 높이면 산림토양의 산성화 및 산림피해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다.

  Boxman 등(1994)은 대기오염에 의한 임목 및 산림토양의 반응은 아주 느리며 초기에는 생장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비오염 지역의 엽 질소함량은 오염지역의 엽 질소함량보다 낮았으며 반

면 기본 양이온의 함량은 높아서 K+, Mg2+, P 등과의 영양적 균형이 좋게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중유럽에서 산림 감쇄현상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종인 독

일가문비나무가 피해를 나타내기 시작한 때부터이며 1970년대 후반부터 북동 바이엘에서부터 극심한 엽의 피

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초에는 유럽에 20～25%의 산림이 피해 현상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였다(Schulze, 1989). Johnson 등(1994)에 의하면 산성우에 의해 산림토양의 산성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

해 치환성 Ca2+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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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조사구 설정 및 개황 

  강수채취 및 SO2, NO2, O3의 농도 측정 위치는 7개 지점으로 경기도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평균거리 

40km×40km 마다 1 지점씩 선정하였으며, 설치지점은 표 1과 같다. 

표 1. 강수채취 및 대기 가스 포집장소

번호 채 취 지 역 행 정 구 역

① 광  주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② 여  주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

③ 파  주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④ 남양주 남양주 수동면 외방2리

⑤ 군  포 군포시 속달동

⑥ 안  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⑦ 평  택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2. 경기도 산림지역의 강수채취 및 산도 분석

  강수채취는 직경 25.3cm의 원통형 측우기가 부착된 자동강우채취기를 표 1에 나타낸 지역에 1대씩 설치

하여 매 강수마다 채취하였다.

  채취한 강수는 산도측정기(Orion 4star pH meter)를 이용하여 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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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경기도 산림지역의 강수채취 및 산도 측정 분석 

   2019년 지역별 평균 강수산도는 광주 pH 5.65, 여주 pH 5.95, 파주 pH 5.90, 남양주 pH 6.01, 군포 

pH 5.33 안산 pH 5.72, 평택 pH 6.01로 나타났으며, 강수산도의 수치는 2018년 측정치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평균 pH 값이 5.87로 pH 5.72로 나타난 작년에 비하여 pH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상 강우 pH 5.6 이상 지역은 군포 외 6개 지역에서 모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9년 월별 강수 산도                                                단위 : pH

     지역

    월
광주 여주 파주 남양주 군포 안산 평택 평 균

1 5.64 5.20 - - - - - 5.42
2 5.94 5.85 5.92 5.78 6.06 6.03 6.19 5.97
3 5.20 5.83 6.48 6.45 6.23 6.20 6.25 6.09
4 5.81 6.31 6.47 6.36 6.50 6.09 6.00 6.22
5 5.83 6.07 5.78 6.19 - 5.75 5.86 5.91
6 5.61 6.12 5.64 6.13 5.69 5.67 5.97 5.83
7 5.58 6.25 5.83 6.08 5.75 5.38 5.94 5.83
8 5.52 5.94 5.33 5.90 4.99 4.67 6.37 5.53
9 5.52 5.57 5.54 5.65 5.42 5.61 5.87 5.60
10 5.65 5.96 5.82 5.53 5.74 5.91 5.95 5.79
11 5.97 6.13 6.09 6.03 6.13 5.56 5.70 5.94
12 5.50 6.18 5.96 5.99 6.13 6.09 5.99 5.98

평균 5.65 5.95 5.90 6.01 5.33 5.72 6.01 5.87

※ ‘-’ 는 강우량 부족 및 결측

그림 1. 2019년 월별 강수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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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강수 산도                                                           단위 : pH

  년도 

지역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광주
4.9 5.1 5.4 5.7 5.7 5.5 5.4 5.1 5.3 5.6 5.9 5.7 6.2 5.9 5.7 5.6 5.7 - 5.6 - 5.9 5.7 5.7

여주
5.3 5.2 5.8 5.7 6.1 5.7 5.8 5.3 5.6 5.6 6.0 5.9 5.9 5.6 5.4 5.4 5.5 - 5.8 - 5.8 6.0 6.0

파 주
4.7 4.7 5.5 5.7 5.8 5.6 5.8 5.4 5.4 5.5 5.4 5.9 6.1 5.7 5.5 5.1 5.6 - 6.0 - 5.9 5.8 5.9

남양주
4.5 4.6 5.0 5.3 5.6 5.3 5.5 5.1 5.5 5.7 5.3 5.2 5.3 5.4 4.7 5.2 5.2 - 5.6 - 5.9 5.6 6.0

군포
5.1 4.9 5.5 5.7 5.7 5.4 5.6 5.7 6.0 6.3 5.9 5.6 5.9 5.9 5.6 5.3 5.4 - 5.5 - 5.8 5.7 5.9

안산
5.2 5.2 5.4 5.6 5.8 5.5 5.5 5.4 5.8 5.6 5.6 5.8 5.9 5.7 5.1 5.5 5.2 - 5.8 - 5.8 5.6 5.7

평택
4.9 4.8 5.2 5.4 5.7 5.7 5.8 5.8 5.9 5.6 5.4 5.5 5.8 5.6 5.3 5.3 5.4 - 5.6 - 5.9 5.7 6.0

평균
4.9 4.9 5.4 5.6 5.8 5.5 5.6 5.4 5.6 5.7 5.6 5.7 5.9 5.6 5.3 5.3 5.4 - 5.7 - 5.8 5.7 5.9

 

※ ‘-’ 는 강우량 부족 및 결측

그림 2. 연도별 강수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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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산림지역의 대기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측정

  2002년 4월부터 기존 Pbo2 Candle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편리성과 친환경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대기

물질 포집기(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대기 이산화황(SO2) 및 이산화질소(NO2) 포집하고, 2009년부

터 오존(O3) 항목이 추가되어 분석하고 있다. 대기물질 포집기는 지상 1m 높이로, 표 1의 각 지역에 설

치 후 1달 동안 노출시켜 포집하고 있으며, 대기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는 30일 기준으로 노

출하여 측정하고 있다. 시료는 초순수와 0.15%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추출하여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하였다.

  강수의 산성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산화황 농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평균 3.66ppb, 여주 

2.62ppb, 파주 2.89ppb, 남양주 2.89ppb, 군포 3.16ppb, 안산 4.65ppb, 평택 2.74ppb 등으로 안산이 

4.65ppb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대기환경 기준치 20ppb를 초과하지는 않는 농도지만 산성비 원인물질로

서 강수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6개 지역 모두 대기환경기준치인 20ppb보다 낮

은 수준이었다. 표 4를 보면 1～5월, 12월경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황 배출도 늘어난다고 추정된다. 이산화황은 주로 석탄, 석유 속에 들어있는 황

화합물이 연소 과정에서 생기고, 화력 발전소나 공단이 있는 경우 대기 중 이산화황이 유입되어 수치가 높

게 나타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인 지역과 울산, 군산, 여수 등 공단지역 일원에 대체로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화황에 의한 직접적인 식물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대기오염에 의한 

식물피해가 주로 만성적인 생리장애 임을 고려하면 낮은 농도의 장기 노출이 우려되며, 지의류 및 선태류 

등 민감 생물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조사도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2019년 이산화황(SO2)농도                                                단위 : ppb

      월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광주 4.90 3.89 4.66 4.56 4.26 3.44 3.59 1.86 2.23 1.75 3.13 5.60 3.66

여주 3.18 2.81 2.55 3.61 3.15 2.90 2.98 2.19 1.77 1.47 1.90 2.89 2.62

파주 4.30 2.74 3.86 2.76 4.43 2.06 2.34 2.33 2.16 1.49 2.02 4.16 2.89

남양주 3.58 3.30 3.47 2.32 3.32 2.86 2.28 1.64 1.94 1.07 1.90 3.84 2.63

군포 3.28 3.55 4.65 4.63 4.15 4.10 2.65 1.48 1.62 2.15 2.72 2.98 3.16

안산 5.16 5.50 6.29 5.65 6.81 5.48 4.54 4.09 3.15 0.59 3.89 4.68 4.65

평택 2.93 2.80 3.39 3.27 3.47 3.15 2.95 2.73 1.56 2.13 1.62 2.83 2.74

평균 3.90 3.51 4.12 3.83 4.23 3.43 3.05 2.33 2.06 1.52 2.45 3.8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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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9년 이산화황(SO2)농도

표 5. 연도별 이산화황(SO2)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광주 5.33 5.24 3.79 3.41 2.87 3.66

여주 4.54 5.28 2.95 2.65 2.18 2.62

파주 8.76 6.23 3.68 2.15 2.51 2.89

남양주 5.04 4.60 3.18 2.52 2.48 2.63

군포 6.39 6.59 3.63 3.37 2.72 3.16

안산 8.10 8.09 6.91 5.84 4.61 4.65

평택 5.55 4.08 3.02 2.53 2.09 2.74

그림 4. 연도별 이산화황(SO2)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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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질소(NO2)는 2002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환경기준치(07년 대기환경기준법 변경) 

30ppb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발생하며,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시지역이 산림환경에 밀접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도내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평균 11.41ppb, 광주 15.36ppb, 여주 10.34ppb, 파주 5.40ppb, 남양주 

6.94ppb, 군포 17.20ppb, 안산 9.27ppb 평택 15.34ppb로 도심과 공단이 가까이에 있는 군포가 17.20ppb로 

가장 높았으나 7개 지역 모두 기준 30ppb를 넘지 않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 도내 이산화질소

(NO2) 농도에 비하여 평균 3.33ppb가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6. 2019년 이산화질소(NO2)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광주 22.24 17.40 18.35 13.85 14.85 15.57 11.87 13.66 6.29 7.14 17.68 25.42 15.36

여주 19.04 12.08 11.51 6.60 10.72 8.22 8.20 7.58 4.02 4.26 14.63 17.25 10.34

파주 5.00 3.78 6.71 4.80 7.34 5.80 5.12 6.65 2.38 2.47 9.93 4.83 5.40

남양주 8.37 7.84 10.85 5.95 9.35 7.10 5.15 5.56 1.51 1.44 11.21 8.97 6.94

군포 23.61 15.67 18.01 13.84 21.66 16.50 18.08 13.92 9.46 12.79 21.45 21.40 17.20

안산 11.65 7.24 10.30 8.21 11.39 7.43 8.44 7.66 4.80 8.46 15.08 10.56 9.27

평택 28.31 19.08 18.08 13.36 12.87 11.93 13.04 9.19 5.13 6.44 19.25 27.36 15.34

평균 16.89 11.87 13.40 9.52 12.60 10.36 9.99 9.17 4.80 6.14 15.60 16.54 11.41

그림 5. 2019년 이산화질소(NO2)농도



- 338 -

표 7. 연도별 이산화질소(NO2)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광주 11.95 13.66 11.36 15.23 19.00 15.36

여주 11.63 11.69 10.47 10.89 13.85 10.34

파주 10.40 15.73 5.38 5.91 7.67 5.40

남양주 8.03 14.91 5.83 6.75 9.47 6.94

군포 18.98 21.08 18.72 17.45 21.97 17.20

안산 12.38 12.33 8.02 10.10 13.24 9.27

평택 15.55 16.94 16.37 16.90 16.10 15.34

 

그림 6. 연도별 이산화질소(NO2) 농도 

 오존(O3)은 09년도부터 대기환경 기준치는 0.06ppb이하(8시간), 0.1ppb이하(1시간)이다. 아직까지 우리나

라 대기환경 기준치의 연평균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캐나다의 대기환경기준치(연평균 15ppb)와 비교

하면 각 지역들은 높은 수치인 편이다. 이런 이유는 청정지역에서 O3 농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은 현재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산림지역에서 발생된 산소가 강한 자외선을 받아 천

연적으로 높은 농도의 오존이 될 수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O3을 소멸시킬 수 있는 NO2 역시 적어 

오존의 소멸현상이 억제된다. 따라서 청정지역에서는 O3 소멸현상이 줄어들어 고농도 O3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심보다 산림지역 부근은 오존농도가 높을 수 있다. 

  오존 농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평균 24.85ppb, 여주 17.66ppb, 파주 20.36ppb, 남양주 

23.37ppb, 군포 18.01ppb, 안산 29.27ppb, 평택 16.84ppb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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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9년 오존(O3)농도                                                    단위 : ppb

     월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광주 10.43 14.86 1.42 34.38 32.97 44.42 40.16 33.98 27.72 22.83 23.10 11.92 24.85

여주 9.10 11.74 1.66 25.03 28.71 33.39 30.77 19.02 18.44 11.37 14.43 8.24 17.66

파주 15.71 19.29 1.05 30.44 28.96 38.12 34.29 23.16 20.88 15.26 1.96 15.18 20.36

남양주 15.90 19.96 1.22 30.64 36.84 39.17 33.08 23.95 21.31 20.80 20.49 17.03 23.37

군포 10.53 13.77 1.32 24.74 26.39 33.23 28.02 17.52 21.47 13.09 16.48 9.55 18.01

안산 20.01 22.90 1.41 37.20 39.91 52.78 43.84 36.18 33.08 21.28 24.49 18.14 29.27

평택 7.31 13.34 1.24 23.31 31.15 32.79 26.21 19.08 16.92 12.78 10.89 7.07 16.84

평균 12.71 16.55 1.33 29.39 32.13 39.13 33.77 24.70 22.83 16.77 15.98 12.45 21.48

그림 7. 2019년 오존(O3)농도

표 9. 연도별 오존(O3)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광주 27.10 40.26 31.81 31.17 28.51 24.85

여주 23.62 37.91 29.13 24.25 19.78 17.66

파주 25.82 39.14 41.52 22.70 25.93 20.36

남양주 32.43 37.23 41.07 33.03 30.46 23.37

군포 25.42 37.26 28.00 22.75 19.57 18.01

안산 33.20 48.20 49.45 40.27 30.62 29.27

평택 24.03 31.48 26.84 22.88 19.54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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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도별 오존(O3) 농도 

Ⅳ. 결  론

  경기도 산림지역 내 대기오염에 의한 강수의 산성화 실태를 파악하고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40×40㎞로 구분하여 평택 등 7개 지역에 대한 강수산도(pH)와 SO2, NO2, O3 농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내 7개 지역의 강수산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산성인 강수로 조사 되었다. 2018년도 모니터링 

수치에서는 남양주, 안산 지역이 연평균 pH가 5.6로 낮았으나, 2019년 모니터링 수치에서는 광주, 군포 지

역이 pH 5.5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남양주, 평택은 pH 6.0로 조사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SO2 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안산지역이 4.65ppb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로 광주가 

3.66ppb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2.62～ 3.16ppb 사이로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보였다. 7개 지역 평균은 3.19ppb로 기준 20ppb 이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SO2 평균농도에 비하여 0.32ppb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NO2 농도를 조사 한 결과는 군포지역이 17.20ppb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지역은 5.40～15.36ppb 사이로 

나타났으며, 7개 지역 평균은 11.41ppb로 기준 30ppb 이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NO2 평균 농도 14.74ppb 와 비교하였을 때 3.33ppb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O3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로는 안산지역이 29.27ppb로 가장 높았으며, 평택지역이 16.84ppb로 가장 낮았

다. 다만 캐나다와의 대기환경기준치(연평균 15ppb)와 비교하면 각 지역들은 높은 수치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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