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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island areas in Jeonnam Province and various plants are naturally grown due 

to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Among them 217species were found to be Rare-Specialty plants 

in Jonnam Province. There are growing 35 species of Critically Endangered(CR), 37 species of 

Endangered Species(EN), 54 species of Vulnerable(VU) and 36 species of Least Concern(LC), many 

of which are native to islands far south or western of the sea. 

 This report briefly describe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location and the state of reproduction 

among Rare-Specialty woody plants grown in the Warm-temperature Zone of Jeonnam Province.      

There are growing Michella compressa(Shinan-gun), Actinidia rufa(Wando-gun), Glochidion 

chodoense(Jindo-gun), Rhus ambigua(Yeosu), Wikstroemia ganpi (Goheung-gun, Yeosu) among 

of the 35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Woody plants of Endangered Species(EN) are growing 

Albizia kalkora(Mokpo, Muan-gun), Daphne kiusiana(Shinan-gun), Marsdenia tomentosa(Wando-

gun), Osmanthus insuralis(Yeosu, Shinan-gun). Woody plants of Vulnerable(VU) are growing 

Ardisia crenata(Wando-gun, Shinan-gun), Hibiscus hamabo(Wando-gun), Illicium anisatum (Jindo-

gun), Koelreuteria paniculata(Wando-gun), Wikstroemia ganpi(Youngam-gun). Woody plants of 

Least Concern(LC) are Celtis choseniana(Yeosu), Chionanthus retusus(Wando-gun, Goheung-gun), 

Cinnamomum camphora(Wando-gun, Jindo-gun), Linder sericea(Boseong-gun).

 요   약

 전남지역은 도서지역이 많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중 희귀특산식물

은 217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난대림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목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중심으로 지

리적 분포위치와 생육상태 등을 보고하고자 한다.

  전남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종(CR)은 35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목본식물은 초령목(신안), 섬다래(완

도), 조도만두나무(진도), 덩굴옻나무(여수), 거문도닥나무(고흥, 여수)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자생하고 있다.

 위기종(EN)은 37종에서 목본식물은 왕자귀(목포, 무안), 백서향(신안), 나도은조롱(완도), 박달목서(여수, 신

안) 등이 자생하고 있다.

 취약종(VU)은 54종으로 목본식물은 백량금(완도, 신안), 황근(완도), 붓순나무(진도), 모감주나무(완도), 산

닥나무(영암, 진도)등이 자생하고 있다.

 약관심종(LC)은 36종으로 목본식물은 검팽나무(여수), 이팝나무(완도, 고흥), 녹나무(완도, 진도), 털조장나

무(보성) 등이 양호하게 자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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