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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1-2번지의 도유림인 속칭 가막골 금낭화군락지의 천연보호구역적 가치를 검토하는

한편 금낭화군락지의 적정 생육환경을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낭화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인터넷조사를 통해‘금낭화의 형태적·생태적 특성’과‘국내 천연기념물 초본군락의 지정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현지조사를 통해 금낭화군락의 광환경, 토양환경, 식생조건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가막골 금낭화군락지의

천연보호구역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국내 금낭화 자생군락지를 분석한 결과, 금낭화는 전국의 산지에 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이 중 완주 가막골 금낭화군락지의

서식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낭화군락지 분포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 준고냉지에서 생육이 월등하며,

생육왕성기인 5월의 풍부한 강수량은 금낭화 생육에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가막골 금낭화군락지는 매우 전형적 기상여건을

보이는 서식지라 판단된다.@ 

한편 금낭화 고 도분포 군락의 환경 분석 결과, 전석지(轉石地) 토양을 기반으로 고도 300~375m 의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

고도는 344.5m이고 자생지의 좌향(坐向)은 북향 또는 북서향도 포함되나 북동향(NE)이 압도적이었으며 평균 경사는 19.5°로 나타

났다. 또한 광조건 분석 결과, 4월부터 8월까지 생육기간인 5개월간 군락 내 광도는 평균 30,810Lux 이었으며, 생육 초기에는

낮았고 후기로 갈수록 광도는 상승하는 경향이었다. 금낭화 자생조건은 4∼5월 생육기에는 약 14,000∼18,000Lux 정도의

광조건이었으며, 개화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광도 증가와는 관련 없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환경 분석 결과,

토양산도(pH)는 표토, 5.2~6.1, 심토, 5.2~6.2로 거의 유사한 범위를 보 으며 표토의 평균 토양pH는 5.54, 심토는 5.58로 이

조건은 비교대상 군락지와 거의 유사하고 전형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가막골의 토양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식생환경 분석 결과, 조사구별 금낭화의 개체수는 13~52개체까지 심한 편차를 보 으나 군락내 발견된 분류군(taxa)은 총

126종류로 순수군락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종다양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는 금낭화, 미나리냉이,

거북꼬리, 이삭여귀, 물봉선 등이 우점하는 식물사회로 확인되었으며 군락내 식별종(Differential species)은 물봉선, 꼭두서니,

칡, 산딸기와 고추나무, 광대싸리, 개다래로 밝혀짐에 따라 지형 및 토양습도에 따라 전형적 하위군락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가막골 금낭화군락지는 탁월한 관상성을 가진 자생식물의 서식처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본 군락은 전국분포상의 금낭화 자생군락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며 기상 및 지형, 토양조건과 식생환

경이 군락지의 지속적인 생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서식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형적 서식조건과 지속가능성이

큰 가막골 금낭화군락은 당연히 천연보호구역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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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국내 현호색과(Fumariaceae) 식물은 총 15종류로 보고

되고 있다(이창복, 1980). 이 중 금낭화속(Dicentra)은

아시아와북아메리카에약20여종류가분포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중·남부 지방의 습기가 다소 많은 깊은

산 계곡 주변에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emaire) 단

1종이분포하고있다(Mabberley, 1993; 이창복, 1980). 다년

생 초본인 금낭화는 국내에서는 설악산 봉정암 근처

에서처음발견되었는데(이창복, 1980), 중국에서도자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자들은 중국 원산의 식물이 사찰

을 통해 전해져 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크고 작은 산 반그늘에 자생지가 다수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국내에서도다수의야생군락이발견됨에따라

금낭화가 국내 자생식물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실정이다. 금낭화에대한국내최초의문헌기록으로

보이는성현[成俔: 세종21년(1439)~연산군10년(1504)]의

문집인 허백당집(虛白堂集)에“紅白茶 交發。其下又有

錦囊花盛開” 라는시구(詩句)로보아최소한조선전기에

이미조경식물로활용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금낭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관상식물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경소재이다(김태정, 1990).

특히 꽃의 형태가 매우 특이하고 군락성을 띄기 때문에

관상화초는 물론 지피식물 및 분경의 소재로도 가치가

크다(이유미, 2003).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원 내 금낭화군락지는

1990년대중반세상에알려지면서많은관심이집중되어

왔으며 이후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및 방문객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험 및 관리시설의 설치 등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또한 천연기념물, 천연보호

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을 포함한 자연환경법,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 보호 장치의 적용방안 등을 강구

하 으나금낭화가현재법정보호종에속하지않고, 해당

군락의자연성여부그리고국가차원에서전국분포도등

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특정한보호장치가마련되지않고있어, 이에대한후속

대책의수립이요구되는공간이기도하다.

국내 천연기념물의 지정분야 연구는 주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지정을 위한 자원발굴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태욱(1969)은 국내 천연

기념물의 지정사유 유형과 토지소유별로 천연기념물을

파악한 이래 천연기념물 관련 연구는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지정에따른문제점과방향을제시한연구는매우

드물다. 김명준(2008)은전통유실수를중심으로‘천연기

념물노거수지정수종다양화방안연구’에서고유전통

유실수의 보호방안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유실수에 대한

적극적인발굴을통한천연기념물지정의필요성을강조

한 바 있다. 유창민(2008)은 자생지 및 희귀식물을 중심

으로 천연기념물의 보호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특히이연구에서는측백나무, 미선나무, 왕벚나무

그리고 모감주나무를 중심으로 군락지의 생육실태를

분석하 지만초본류군락은연구에포함되지않았다.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식물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하여 2006년

‘우리고유유실수자원조사’를통하여시ㆍ서ㆍ화ㆍ제례

등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감나무, 밤나무, 매실나무 등의

자원을발굴하여천연기념물지정을추천하고있다. 또한

‘전국의마을숲문화재자원조사’(2003~2007)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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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암(鳳頂庵)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며, 설악산 용아장성릉을 배경으로 해발 1,244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해발 1,450m에 위치한 지리산 법계사(法界寺)
다음으로높은곳에있는절이다(http://www.bongjeongam.or.kr/).

본 문집의 저본은 저자의 아들 세창(世昌)이 편집, 중종ㆍ선조 연간에 간행된 初刊本의 전사본(傳寫本)을 후손 재숭(載崇)이 교정하고 재항(載恒) 등이 1841년 나주(羅州)에서
간행한중간본으로‘虛白堂補集卷之四(男世昌編輯)에 아래와같은시二首가보인다. 

@ @ @  玉顔紅頰兩爭嬌 卯酒初 半消 欲識春衣香動處 錦囊斜帶繫纖腰

@ @@ 美人新試素 裳 冒雨淋 半濕 恰似明妃初出塞 龍鍾雙袖 千

대아수목원은소백산맥운장산지류의일부로, 행정구역상전북완주군동상면대아리산1-2번지(도유림)에속하고, 중심지역은위도 227̊ 15́ 10̋ , 경도 274̊ 7́ 30̋ 에 위치
하고있으며, 해발 120m~500m에 분포하고있다(http://www.daeagard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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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마을숲 자원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전래생활문화 식물군락 천연기념물 조사(2008)’, ‘전국

대표수종 노거수천연기념물 지정조사’(2008) 등을 실시

하여 지정의 다양화를 추구하 다. 이러한 일련의 보존

대상의지정노력과는달리초본류군락지의천연기념물

지정은 매우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순수초본류군락지는한란이나파초일엽그리고

문주란 등 소수의 지정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본류 군락

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노력과 그 필요성은 목본 특히

노거수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은 주지

의사실이다. 나명하(2010)는국내식물천연기념물지정

은노거수가절반이상으로편중되어있어새로운자원의

발굴모색을제시한바있다. 따라서초본류또한장기적

인안목에서희소성과함께심미성과고유성그리고전형

적 군락 특성을 간직한 군락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통해

다각적보전전략을추진해야할시점이라여겨진다.

최근생물다양성협약에따라각국이자생식물의보호

·보존의 의무는 물론 자생식물로 인한 여러 가지 권리

를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으며, 자생지에서‘현지

내 보전’과 다른 장소에서의‘현지 외 보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금낭화에대한국내자생여부에관련한학자

마다의견이분분한것에서도볼수있듯이자생식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송정섭 등

(2003)의지적과같이보전및이용가치를동시에간직한

식물이다. 특히대아수목원금낭화자생군락지는현재의

판단으로는 국내 금낭화 자생 적지로서의 여러 조건을

고루갖고있다고추정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자생지 환경의 면 한 검토를

통해 완주 가막골 금낭화군락지의 가치파악과 더불어

생육여건조사는매우절실하다. 다행히허권등(2000)의

연구는 금낭화 국내 자생지 실태조사의 시초의 연구로,

강원도 춘천시 구절산을 대상으로 금낭화군락지의 식생

및 토양환경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5개 조사구

에 한정하 을 뿐 아니라 표고 750m 수직적 생육환경은

국내의 전형적인 금낭화 자생군락 환경을 대표할 수 있

다고보기에는다소문제가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 완주군 대아수목원 가막골

금낭화군락지를 대상으로 군락지의 천연보호구역적

가치를 검토하는 동시에 기상환경을 비롯하여 광환경,

토양환경 그리고 식생환경 등 생육환경 특성을 면 히

파악하여이지역금낭화의지속적인생육여건유지보전

등관리방안을제안할목적으로시도되었다.

@ @

@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범위
@

본연구는2009년4월부터2010년5월에걸쳐전라북도

완주군동상면대아리대아수목원가막골일원의금낭화

군락지에서진행되었다. 대아수목원금낭화군락지는전라

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북위37°46′15″, 동경 127°

50′05″)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낭화 자생하는 곳은 운장

산의 북동사면으로 해발 300~400m 의 지점의 전석지(轉

石地) 토양이며, 경사도는25°에서33°정도의다소급경

사지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1 참조>. 지리적 개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군락지는 전라북도에서 운 하는

대아수목원 서측에 위치하며, 운장계곡을 향해 북으로

향한등경사상의계곡에형성되고있다.

보다 정 한 자생지의 지형조건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같이운장계곡에서북으로열린장타원상의계곡에

형성되어있다. 따라서주계곡의좌향은북향(N) 또는동

북향(NE)과서북향(NW)을이루며특히동북향으로넓게

펼쳐진등경사사면에폭넓게분포하고있다. 본연구에서

사진 1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인 가막골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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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조사가집중적으로이루어진지역은비교적금낭화의

자생 도가 높은 표고 300m에서 400m 내외의 계곡 및

사면이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국내 초본류 중 천연기념물 지정 사례를

검토하 으며 금낭화가 자생식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인터넷과 연구논문

등의 문헌조사에 의한 국내 자생지 분포실태를 파악하

다. 또한 금낭화를 비롯한 자생식물의 생육환경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 으며 일부 식생 개황은 대아수목원

홈페이지(http://www.daeagarden.kr)의 자료를 참조

하 다. 또한 국내에서 금낭화 자생지를 대상으로 식생

및 토양 그리고 광조건을 조사 분석한 허권 등(2000)이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 보고한‘금낭화 생육특성 및

자생지식생조사’연구결과를본연구대상지금낭화군

락의 특성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및 생육환경을

비교하기위한준거자료로활용하 다.

@ @

2) 현장조사

금낭화 자생지의 생육환경은 기상환경, 광환경, 토양

환경 그리고 식생환경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각각의

조사및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1) 기상환경

전주기상대에서 2002~2008년 사이 7년간 측정한 완주

군 기상개황 자료 중 연평균자료 및 월평균자료를 활용

하 다. 기상자료항목은강수량과기온, 습도, 일조시간,

운량(雲量) 그리고최심적설량등이다.

(2) 광환경

금낭화 자생지의 광환경은 이동식 조도측정기(Foot

Candle/Lux Meter, Model명: EXTECH 50,000)를이용하여

금낭화 생육초기인 2009년 4월부터 낙엽기인 8월까지

측정하 으며 보조적으로 이듬해 개화 절정기인 5월 7일

한차례 보완조사를 실시하 다. 측정방법은 금낭화가

고 도로 자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월별 4회씩 일주일

간격으로측정하 으며5반복으로측정한뒤최고및최저

값을 배제한 3개 측정값의 평균치를 산출하 다. 또한

이와 함께 광환경에 따른 생장속도를 파악하고자 해당

군락내금낭화의초장과복엽을이루는엽신의총길이를

측정하 다. 도구는2m 줄자를활용하 으며광도조사와

동일하게 5반복으로 측정한 뒤 중간 3개 값의 평균치를

취하 다. 

(3) 토양환경

2009년3월부터생육마감기인8월까지6개월동안산중

식경도계(SR-Ⅱ형)를이용하여, 매주군락지내토양경도

(soil hardness)를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식생조사를

위해 설정한 방형구마다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계산하 다. 자생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조사는 10개소

방형구에서 각각 3지점씩 모두 30개 지점의 토양을 A층

인 표토(top soil) 및 B층인 심토(sub soil)로 구분하여 샘

플링 후 분석에 임하 다. 토양 채취방법은 A층에서는

표면에 낙엽 및 낙지(落枝) 등을 걷어내고 표면 아래

10cm 부근에서채취하 으며B층은표면아래30~45cm

사이에서 채취하 다. 채취한 토양은 실험실로 운반한

후 무게를 재고 음건하여 측정에 사용하 다. 토양함수

량은토양을105℃에서충분히건조시킨후무게를측정

하여 계산하 고, 토양산도(pH) 및 전기전도도는 음건

토양과증류수를1 : 5(w/w)비율로혼합하여30분간진탕

한후여과지로여과하여pH meter 와 conductivity meter

로 측정하 다. 유기물함량은 105℃로 48시간 건조시킨

토양의 무게를 측정한 후, 450℃의 전기로에서 6시간

태운뒤에작열손량으로계산하 다. 인산함량및치환성

양이온용량은 토양은 IN 초산암모늄으로 추출한 토양용

액을 spectrophotometer(U-2000, Japan)를 이용하여

660nm에서측정하 다(농촌진흥청, 1989). 

(4) 식생환경

금낭화의 생육 정도의 판별은 줄기수를 기준으로 조사

하 으며, 기준조사면적4㎡당줄기수200개이상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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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 지역, 줄기수 200~100개 지역은 중 도 지역,

줄기수 100개 이하 지역은 소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 다.

식생조사는 2009년 4월 초순과 6월 하순 4차례에 걸쳐

실시하 다. 또한 이듬해인 2010년 5월 7일 한차례 보완

조사를실시하 다. 조사지역중에서관찰체험동선을시계

방향으로진행하며인간간섭이비교적적고식생이균일

하게 발달한 지점을 선정하여 10×10m 규모의 10개 방

형구를설정하 다<그림2>. 해당방형구에서각각고도,

방위, 경사 등의 입지환경을 조사하 다. 이 때 고도는

디지털 고도계(Alti Plus D-2)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

으며, 경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5,000 지형

도의수치전산파일을이용하여10×10m 격자를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 다. 또한 방위 측정은 나침반

(모델명: 순토STA-400)을활용하여측정하 다. 

식물사회학적조사는 Braun-Blanquet(1964)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 으며 방형구내에 출현한 금낭화 개체수는

물론 모든 출현종의 개체수 및 우점도와 군도를 측정하

다. 식생조사에쓰일상대우점치와유사도지수는조사

기간에상호혼동을피하고이후모니터링및비교조사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념을 규정하여

통일을가하도록하 다.

금낭화군락지내 각 층위별 출현종별 생태적 측도는

Curtis와 McIntosh(1951)에 의한 상대우점치(Importance

value: I.V)를군락계층별로산출하 다. 

@ @

I.V = (상대 도＋상대피도＋상대빈도)/3

@ @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의 종다양성 정도를 허권 등

(2000)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 다. 이 때 춘천 구절산

금낭화군락지와 본 연구대상지인 완주 금낭화군락지

간의 유사도지수(similarity Index)는 Sørensen(1948)의

종유사도지수를(Cs)로산출하 다.

Cs = (2C/S1+S2)×100

이때C: 양조사구에공통적으로출현한종수

S1: 제1조사구(대아수목원)의구성종수

S2: 제2조사구(구절산)의구성종수

조사된 식물의 확증표본은 석엽표본으로 제작하여

우석대학교조경도시디자인학과표본실에보존하 다.

그림 2 군락조사 방형구의 위치그림 1 조사대상지의 지형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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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및고찰

@

1. 금낭화의 형태적·생태적 특성 및 가치

1) 상징성 및 쓰임새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em.)의 속명인 Dicentra는

그리스어 dis(2)와 centron(距)이 합성된 것으로 2개의

꽃잎에 거가 있다는 뜻이며, 종명 spectabilis는 모양이

‘장관(壯觀)의’라는뜻으로기상있는꽃의특성을담고

있다. 또한꽃말은‘당신을따르겠습니다!’로땅을향해

고개를숙이고있는화경의모양이겸손한순종의미학을

보여주듯한모습에서연유되었음을알수있다. 국내에서

는꽃의모양이여인네들의치마속에넣고다니던주머니

를 닮았다고 하여‘며느리주머니’라고도 하는데 금낭화

(錦囊花)는곧‘아름다운주머니를닮은꽃’이라는뜻이다.

한편 꽃의 모양이 심장을 닮은 까닭에 명은‘bleeding

heart(피가 흐르는 심장)’로 불리며 이 밖에도 Venus’s car

(금성의 자동차), Dutchman’s trousers(네덜란드 사람의

바지), 그리고lyre flower(서정시꽃) 등다수의서정미어린

별칭으로불린다(http://davidwhang.blogspot.com).국내에서

도금낭화는아름다운모습에걸맞게지역에따라다양한

이름으로불리는데모란처럼아름다운꽃을가지고있으

면서꽃줄기가등처럼휘어져있어능모란또는덩굴모란

또는며늘치로불리기도한다(http://www.daeagarden.kr). 

금낭화의가장큰용도는관상용으로볼수있으며, 산골

에서는 이른 봄에 금낭화의 어린순을 채취하여 고사리

처럼 물에 삶아 독성을 우려낸 후 나물(일명 묵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금낭화는 일명 토당귀(土當歸)라고도

불리며 약용으로도 이용되는데 뿌리와 줄기에 프로터핀

이라는성분이함유되어있어피를고르게하고종기를가

시게하는효능이있다고한다(http://www.daeagarden.kr).

어린잎을살짝데쳐찬물에우려낸뒤나물로무쳐먹거

나 된장국의 국거리로 쓰며 꽃을 그늘에 말려 차로 이용

하기도한다. 중국에서는하포목단(荷包牡 )이라고하며

일본에서 케만소(ケマンソウ[華草]) 또는 타이쓰리소

(タイツリソウ[釣り草]）라고 불리우며 전초를 탈홍증에

사용하며, 한방에서 하포목단근(荷包牧丹根)이라 하여

생약으로쓴다.

2) 형태적 특성

금낭화는 현호색과의 다년생 숙근초이며 줄기는 보통

50~60cm 로최고80cm까지자란다. 등처럼휘어진줄기

에 여인네의 진분홍 비단주머니를 매단 형상을 하는

금낭화는많은이야기가주저리주저리매달린것과같은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또한

꽃의모양이마치남자의생식기와비교되기도한다. 

엽신 전체가 분백색이 도는 녹색으로 잎은 호생하며

잎자루는길고3회우상복엽으로갈라진다. 열편의작은

잎은 길이 3~6cm 정도로서 3~5개로 깊게 또는 완전히

갈라지며도란상쐐기형으로끝이뾰족하고, 엉성한치아

모양 또는 결각 모양의 톱니가 있다. 4~6월에 연한 붉은

색의 꽃이 피는데 길이는 2.7~3cm 정도이다. 밑부분은

심장의 밑부분 모양이며, 꽃은 원줄기 끝 총상화서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 주 매달린다. 화서는 길이

20~30cm 정도로 원줄기 끝에서 발달하며 꽃이 피면 활

처럼구부러진다. 꽃받침잎은두개인데피침형이며끝이

둔하고 빨리 떨어진다. 꽃잎은 네 개가 모여서 편평한

심장형을 이룬다. 바깥 꽃잎 두 개는 길이가 2cm 정도로

밑부분이주머니같은거(距)로되면끝이좁아지면서밖

으로 젖혀진다. 안쪽의 꽃잎 두 개는 합쳐져서 돌기처럼

되어 있으며 길이는 2.5cm 정도이다. 6~7월에 장타원

형의 삭과가 열리며 안에 들깨와 같은 종자가 결실된다.

꽃색이 하얀 흰금낭화(D. spectabilis. for. alba) 또한 자생

에서 간혹 발견된다. 유연종( 緣種)으로 중부 지방과

북부 지방의 산에는 갈퀴현호색(Corydalis decumbens

for. albiflorus), 왜현호색(C. ambigua), 애기현호색(C.

turtschaninovii var. fumariaefolia), 들현호색(C. ternata),

현호색(C. turtschaninovii), 댓잎현호색(C. turtschaninovii

var. linearis), 빗살현호색(C. turtschaninovii var. pectinata),

점현호색(C. maculata), 괴불주머니(C. pallida var. tenuis),

눈괴불주머니(C. ochotensis), 산괴불주머니(C. speciosa),

큰괴불주머니(C.gigantea var. macrantha), 자주괴불주머니

(C. incisa) 등이 자라고 있으며 들이나 밭에서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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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제주도와울릉도및남부지방의섬, 그리고해변

과 산의 음습한 지역에서는 좀현호색(C. decumbens),

섬현호색(C. filistipes), 완도현호색(C. wandoensis), 선괴

불주머니(C. pauciovulata), 갯괴불주머니(C. heteocarpa

var. japonica) 그리고염주괴불주머니(C. heterocarpa) 등이

자란다. 

3) 생태적 특성

국내에서는설악산봉정암근처에서처음발견되었는데

중국에서도 자라는 것으로 미루어 중국 원산의 식물이

사찰을통해전해져왔을것이라고추측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크고작은산반그늘지역에일부자생하고있음

을 볼 때 자생 여부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많다. 금낭화

의 자생지는 주로 산림의 돌무덤이나 계곡의 부엽토가

충분한 비옥한 토양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토양의 성

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토양산도 정도에 따라 화색의

차이가있다고도전한다(김태정, 1990). 금낭화는산지의

배수가 잘 되는 사질이나 사양질의 부식질이 풍부한 곳

에서 자생하는 전형적인 숙근초로서, 내한성이 강해 설

악산 등 중부 이북의 산에 많이 분포하며 생육온도는

10~25℃이며, 반그늘을좋아한다. 화기는늦은봄3월하순

부터5월에이르기까지로이른봄얼음이녹기시작하면

남부지방에서는이들의연약한줄기가나기시작하는데

그높이가10cm도채되지않는다. 

번식은종자및 양번식두가지모두이용된다. 금낭화

는 5~6월 채종한 종자를 파종상에 바로 뿌리고 이듬해

7~8월에이식한다. 분주도가능하지만대량수확이한정되

어있어좋지는않고어린줄기의꺾꽂이도가능하다. 어린

묘는 양지 및 반그늘 재배가 가능하며 토양은 가리지

않으나 비옥하고 통기성이 좋고 습기가 많지 않은 곳이

좋다. 종자번식 방법에 대한 시험결과는 없지만 농가

경험에 의하면 8월 하순경 성숙 후 채종하여 바로 파종

하면 잘 발아한다고 한다. 보다 안전하게 증식하는 방법

은 양번식으로 삽목번식과 포기나누기가 있다. 삽목

번식은 5월 중순에 마디를 두 개정도 붙여 삽수를 채취

하여 삽목용토(피트모스-펄라이트-질석: 2-1-1)에 꽂

으면 된다. 발근율은약50% 정도이상이다. 여름철육묘

시에는 지나친 고온에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반음지식물이기 때문에 특히 묘가 어릴 때

에는 50% 정도 차광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발근후 묘를

이식하거나 포기를 나눠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상순

경이적합하다. 분재배시꽃대가길게자라지못하고꽃

이끝에몰려피는기형화가발생하기도하는데, 이는분

재배시양분공급이충분하지않았거나 양생장이지나

쳐생식생장과의균형이깨지면서발생하는것으로생각

된다(http://kr.ks.yahoo.com/service). 특히 금낭화는 채

종후바로뿌려야발아율을높일수있으며, 채종후맑은

물에 하루정도 침종한 다음 파종하는데, 일반적으로 발

아율이낮으며발아기간은50일정도가소요된다. 그러나

겨울을 나고 나면 70%이상 발아하므로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낭화의 생태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내한성은 물론 내서성과 내염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습성은 약하며 내건성은 중간 정도인 것

으로 미루어볼 때 뿌리썩음병 등의 예방 차원에서도

물관리가재배를위한관건임을추론할수있다.

2. 천연기념물 초본군락과 국내 금낭화 자생지

천연기념물은자연사적자료이면서우리민족의숨결이

깃든자연유산이고, 역사와민속신앙, 그리고전설을간직

식물명@ 개화기(월) 초장(cm) 식재적지
@ 생태적 특성

발생 병해
내서성 내한성 내습성 내건성@ 내염성

@ 금낭화@ 5-6@ 30-40@ 반그늘 강 강 약 중 강 뿌리썩음병양 지

표 1 금낭화의 생태적 특성

자료: 김태정(1990); 허건 등(2000);@김홍렬 등(2000) 자료를 토대로필자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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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많다. 또한 진귀하고 특이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도래지·자생지·북한계지 등이 있고 학술적

으로매우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다. 아울러어느특정

장소에만 존재하는 고유성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희귀성을 갖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심미성과상징성, 진귀성, 고유성등문화적요소가중요

한특징의하나이다(나명하, 2010). 

현재 국내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동·식물통합기준으로제시되고있음에서도

알수있듯이세분화된기준이라보기어렵다. 식물관련

지정기준을 발췌하면 한국 특유의 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

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식물 또는 군락 및 그 서식지·생장지, 문화·민

속·관상·과학등과관련된진귀한식물로서그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문화적 과학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저명한식물의분포의경계가되는곳, 생활민속의식주

신앙 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식물의 원산지 그리고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자연미학성,

생물·생태학적 가치)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에서 보듯이 실제로 초본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문호는 매우 제한적이며

기본적으로‘저명’,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 ‘대표적’, ‘진귀한’등으로 매우 추상적인 표현

으로묘사되고있다.

이와 같은 지정 기준의 틀 속에서 현재 지정된 초본류

관련 천연기념물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정

자체가매우인색한실정이다. 조사결과초본성식물관련

천연기념물로지정된건수는총8건으로이중난대식물

자생북한계가 2건, 희귀식물, 유용식물 자생지, 노거수,

학술림 각 1건이며 희귀종 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한초본류천연기념물은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

제주 토끼섬 문주란자생지,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제주의한란등겨우4건에지나지않으며그나마도제주

한란은 군락지 개념 보다는 종 보호 개념으로서의 성격

분 류 지정 기준(’07.8.29) 관련사항 비 고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

도서 등 특수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락 및 그 서식지·생장지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동물·식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문화적 과학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 초본 군락지포함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전형적 초본 군락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 식물의 원산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표 2 동·식물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
지질, 지형, 지리학적으로 지구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입증
생태학적, 생물학적주요진행과정을입증
현재위협받고있는종을포함한서식지

자료: 나명하, 2010. p.10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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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짙다. 또한나머지3건은모두제주도를지정지로하고

있으며이중문주란은국내원산이아닌식물들이다.

이와같이초본성식물이천연기념물로지정받지못하

는이유는여러가지측면에서찾을수있다. 첫째는노거

수목과 같이 시각적 랜드마크(landmark)로서 위치를 점

할수없기때문에지정취지나본연의지정목적의성과

를달성할수없다는점이다. 둘째, 노거수목이나수림지

와 달리 지정 보호면적 등의 경계 조정의 애매함과 모호

성등을들수있겠다. 특히낙엽성초본류의경우겨울철

에는이러한현상이증폭될수있다. 셋째, 초본성군락지

의경우육성등의인위적관리가가능하기때문에그자연

성을의심받는경우가많으며그서식처의전형성과지속

가능성을 증명하기에도 목본에 비해 상대적 어려움이

많다. 넷째, 천연기념물로지정함으로써얻을수있는관

광적 기여도 및 상징성 등에서 노거수목에 비해 그 효과

가 매우 낮다. 다섯째, 법정 보호종 위주의 지정 및 전국

분포도에 대한 명확한 비교 근거자료의 부재 등도 초본

성 특이군락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 등을 극복

할수있는지정군락에대한데이터축적과비교연구는

매우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 한반도 본토를 자생지로 하는 탁월한 관상성,

전국분포상의 최대 규모, 전형적 서식조건과 지속가능

성이 큰 초본류 식물군락은 당연히 천연기념물 등 자연

문화재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종다양성의

존중과 노거수목 위주로 편중된 천연기념물 지정 분포

를완화시킬수있는돌파구이기도하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낭화는 중국에서 도입한

관상화초 또는 귀화식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2003년 출판된 이창복의 원색 대한식물도감(상)에서도

“설악산지역에서야생상으로자라지만흔히관상용으로

심고 있는 다년초”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학자등에의해서는귀화종으로취급되기도하지만

크고작은산지에서금낭화군락지가다수발견됨에따라

점차 금낭화가 한국자생종이라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정, 1990; 김혜정, 2006). 예로부터 중국 등

지에서관상초로들여와관상용으로많이심었다고하는

데우리나라남부지방의지리산깊은골짜기와속리산·

구 분
천연기념물명

지정번호 지정일 비 고
소재지

난대식물 자생 북한계

제주 삼도 파초일엽자생지
제18호 1962. 12. 07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산1

제주 구좌읍 토끼섬 문주란자생지
제19호 1962. 12. 07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85

희귀식물
울릉도 나리동 울릉국화, 섬백리향군락

제52호 1962. 12. 07 목본 및 초본 혼효군락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20-1

유용식물 자생지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제346호 1984. 11. 19 수생식물군락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노거수
반론산의 철쭉과 분취류 자생지

제348호 1986. 04. 17 철쭉 노거목과 혼생군락
강원 정선군 북면 고양리, 여양리, 봉정리

학술림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376호 1993. 08. 19 목본 및 초본 혼효군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희귀종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제429호 2001. 09 .11

제주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

제주의 한란
제191호 1967. 07. 18

제주 일원

표 3 국내 초본류 천연기념물의 지정현황

자료: 문화재청(2009), 문화재대관식물편, 535-563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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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주왕산·태백산·치악산·오대산·설악산·

북한산등지의골짜기바위틈등에서야생하는것은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북부 지방의 깊은 산에도 다수 자생한

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의 산에 있는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들여오지 않았나 추측된다

(김태정, 1990). 또한 국내 네이처(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서는자생지가‘한국’으로표기되고있다. 금낭화

가최초의국내발견지인설악산봉정암(이창복, 1980)을

필두로가평천마산과청송보현산과면봉산에서도자생

지 보고가 있으며 지리산 회남재,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등지에도비교적대규모의군락지가알려지고있다. 또한

김중현등(2008)의조사에따르면대구비슬산일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유미와 김성식(1997)은 1991년

부터 1997년 9월까지 명지산 해발 600m에 대한 식물상

조사 결과, 금낭화대군락지를 비롯하여 바람꽃류 및 흰

노루오줌, 흰도라지모싯대 등의 특징적인 종의 발견이

보고되었다.

<표4>는연구논문및웹사이트검색을통해국내금낭화

자생군락지의 정보 등을 종합한 표이다. 표에서 보듯이

전국적인분포지를보이고있음을볼때전국산지에고루

분포되고 있는 자생식물일 뿐 아니라 내한성 등 온도에

대한적응력은매우높은식물로판단된다.

번 호
소재지

군락지명 구 분 출 전
도 시·군

@ 명지산 논 문 이유미와 김정식(1997)

명지산 http://blog.naver.com/

용문산 김현과 정 호(1986)

명달계곡 http://blog.naver.com/

3 남양주군 축령산계곡 http://www.wildflower.co.kr/

4 가평군 천마산 http://blog.daum.net/hjko9696/

5 가평군 화악산 http://blog.daum.net/cshwang/

6 고양시 북한산 http://www.koreasanha.net/

7 춘천시 구절산 논 문 허권 등(2000)

8 인제군 설악산(봉정암) http://kr.blog.yahoo.com/suk77sung/

9 원주시 치악산(금대계곡) http://www.slrclub.com/

10 보은군 속리산 http://www.bitsaem.co.kr/

11 단양군 금수산 http://blog.naver.com/

12 제천시 송계계곡(덕주사) http://blog.naver.com/

13 충청남도 금산군 천태산 http://blog.naver.com/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논 문 김중현 등(2008)

15 전라북도 완주군 대야수목원(가막골) http://www.saemga.com/

16 구례군 천은사 http://cafe.naver.com/

17 광양시 국사봉 http://blog.naver.com/

18 청송군 주왕산(절골계곡) http://cafe.naver.com/

19 양산군 통도사(서운암) http://blog.daum.net/mylovemay/

20 청송군 주왕산(절지계곡) http://cafe.naver.com/

21 성주군 금수면(야산) http://blog.daum.net/sun7113k/

22 거창군 금원산 논 문 오현경 등(2008)

23 하동군 북일평전 http://blog.naver.com/

24 청송군 면봉산, 보현산 http://cafe.naver.com/wildfiower/book59785/

25 하동군 회남재 http://blog.naver.com/

표 4 금낭화 자생군락지의 분포 현황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가평군1

2 양평군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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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락지 개황 및 자연문화재적 가치

개화기의상황을관찰해보면금낭화고 도분포지역

은 2ha로 전체 금낭화군락지의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이지역은과거인위적간섭이다소가해진, 상층

임관이없는상태로금낭화의생육 도가높아중·소

도지역에비해육안으로판별이확연한지역이다. 금낭화

중 도분포지역또한고 도분포지역주변약2ha 정도

로 분포되어 있으며 고종시 감나무 주변 및 붕적암 사이

사이에자생하고있다. 소 도금낭화분포지역은3ha로

전체 금낭화군락지의 약 43% 정도를 차지하며, 중 도

지역의 중심에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 모자이크상으로

소규모군락을이루며분포하고있다. 본연구의주요대상

은금낭화고 도분포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그

중에서도 현재 금낭화군락지 생태체험을 위한 목교가

시설된관찰회랑좌우에서이루어졌다.

1) 식물상

대상지역 내 상·하층식생은 지역 내 금낭화 자생군락

분포 도와 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여겨지는데금낭

화군락지와주변의식물상을개관하면다음과같다<표5 >.

금낭화군락지주변에는굴참나무, 졸참나무등의참나

무류와 층층나무, 비목나무의 자생종과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이팝나무가 산식(散植)되어 있다. 또한 관목층에

는 고추나무, 싸리, 화살나무, 병꽃나무, 찔레꽃, 청미래

덩굴, 산딸기 등 대부분 자생종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금낭화군락지내 상층(T1·T2층)식생은 참나무류를 중심

으로 한 층층나무, 비목나무, 고로쇠나무, 굴피나무, 이

팝나무 등을 위주로 한 교목과, 고추나무, 싸리, 화살나

무, 병꽃나무, 찔레꽃, 청미래덩굴등관목류로자연림이

형성되어있고, 70년대에조림한일본잎갈나무인공림이

1ha 정도 분포되어 있으며 완주군 동상면의 특산품인

‘씨없는 곶감’고종시 감나무가 산재되어 있다. 특히 금

낭화고 도지역은화전경작으로인해개발된지역으로

일부 산재된 감나무 외엔 상층임관이 없는 지역으로,

금낭화 생육세대가 끝나가는 5월 하순경부터 으름덩굴,

개다래, 칡 등 만경류가 무성히 자라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임상의 변화는 금낭화가 이 지역에서 대량 번식할

TI(교목층) T2(아교목층) S(관목층)
H(지피층)

목 본 초 본

표 5 금낭화군락지 주변의 식물상

느티나무,  굴피

나무, 층층나무,

굴참나무,  졸참

나무, 비목나무,

고로쇠나무,  소

태나무,  풍게나

무,  팽나무,  일

본잎갈나무,  오

동나무

때죽나무,  느티

나무, 비목나무,

느릅나무,  감나

무,  돌뽕나무,

개벚나무,  고로

쇠나무,  고욤나

무,  이팝나무,

층층나무

누리장나무, 비목나무, 산초나

무, 초피나무, 층층나무, 당단

풍, 산뽕나무, 좀작살나무, 조

록싸리, 복분자딸기, 광대싸리,

병꽃나무, 개비자나무, 풍게나

무, 국수나무, 생강나무, 느릅

나무, 매화말발도리, 느티나무,

때죽나무, 짝자래나무, 화살나

무, 회나무, 회잎나무, 이팝나

무, 곰딸기, 두릅나무, 다래, 물

푸레나무,  돌뽕나무,  신나무,

붉나무, 찔레꽃, 갈참나무, 참

빗살나무, 자귀나무, 고광나무,

산수국, 바위말발도리, 닥나무

다래, 멍석딸기, 굴피나무, 산

초나무, 비목나무, 청가시덩

굴, 자귀나무, 병꽃나무, 사위

질빵, 고로쇠나무, 고추나무,

딱총나무, 누리장나무, 왕머

루, 물푸레나무, 회나무, 으름

덩굴, 새머루, 산딸기, 박쥐나

무, 느티나무, 담쟁이덩굴, 인

동덩굴, 칡, 조팝나무, 쥐똥나

무, 작살나무, 합다리나무, 청

미래덩굴, 꾸지뽕나무, 장구

밥나무, 댕댕이덩굴, 감나무,

감태나무, 개머루, 계요등

그늘사초, 꼭두서니, 수까치깨, 주름조개풀, 민바

랭이새, 바위족제비고사리, 참꿩의다리, 천남성,

승마, 졸방제비꽃, 족도리풀, 큰까치수 , 왜모시

풀, 하늘말나리, 풀솜대, 십자고사리, 뱀고사리,

꼭두서니, 물봉선, 둥굴레, 산갈퀴, 큰구슬붕이,

노루오줌, 우산나물, 태백제비꽃, 황고사리, 닭의

장풀, 산박하, 여뀌, 큰개별꽃, 투구꽃, 고깔제비

꽃, 큰뱀무, 죽대, 혹쐐기풀, 거지덩굴, 참반디,

낚시제비꽃, 긴사상자, 장대여뀌, 이삭여뀌, 파리

풀, 개모시풀, 거북꼬리, 뽕모시풀, 긴담배풀, 미

치광이풀, 자주방아풀, 까실쑥부쟁이, 갈퀴덩굴,

층층이꽃, 뱀딸기, 뺑쑥, 겨이삭, 모시물통이, 붉

은참반디, 질경이, 산여뀌, 이고들빼기, 등골나

물, 나도송이풀, 수골무꽃, 개기장, 향유, 금강아

지풀, 바랭이, 좀닭의장풀, 쇠무릎, 개망초, 괭이

밥, 비늘고사리, 파드득나물, 짚신나물, 개고사

리, 들깨풀, 백작약, 왕고들빼기, 새콩, 배풍등,

도둑놈의갈고리, 마, 단풍마, 조릿대

12분류군 11분류군 41분류군 36분류군 83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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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기름진토양을바탕으로금낭화가생육기에충분

한 햇빛을 공급받아 왕성하게 자라고, 덩굴식물이 무성

하기전에한세대를마감하면서종자를주변에퍼뜨리면,

종자는덩굴식물차광으로인해건조가방지되어충분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발아하여 이듬해 생장하는 과정이

반복됨은 가막골 금낭화군락의 대규모 형성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편 관목층에서는(S층) 다양한 지피식물이 자생하고

있는데이는전술한바와같이비옥한토양과인위적간섭

이후일반인의접근이어려워자연생태파괴가없이식물

이생장하여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금낭화군락지에는

다양한초본류도함께자생하고있는데특히미나리냉이,

족도리풀, 얼레지, 미치광이풀, 승마, 백작약, 윤판나물,

애기똥풀, 천남성등이소규모군락을이루고있어이지역

이 금낭화 자생지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의 서식

지로서 식물자원보존과 학술연구는 물론 생태체험장

으로서도중요한가치가있는곳이다.

2) 토 양

대상지역은육안으로관찰하기에도붕적토(崩積土) 및

사양토(砂壤土)로토심이깊고, 매우비옥한토양으로이루

어져 있다. 특히 조사 중점 구역인 가막골 지역의 양쪽

급경사 능선 하단에서부터 분지형 지형을 이루고 있어

비옥도 높은 토양이 수년간 붕적되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지역 내 토양습도 또한 지형적인 향으로 항상

적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상지역내

금낭화 고 도 지역은 50~60년대 화전 경작지대로 토심

이50cm에이르는매우비옥한토양으로형성되어있고,

중·저 도 지역 또한 토심 20~30cm로 매우 비옥한 편

이나 지역 내에 붕적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상지역

내에 금낭화가 대량 자생할 수 있었던 요인과 지역별로

분포 도가달리형성된것은이러한토양여건이큰비중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 금낭화군락의 생육환경

1) 군락지의 기상환경

금낭화군락지의 기상현황은 전주기상대에서 측정한

완주군 통계연보(2007) 중 2002~2008년까지 7년간 기상

자료를 이용하 다. 따라서 실제 산림지역 내 기온 등은

제시한 기온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따르면연평균강수량은1,444mm이며, 생육기인5월

6월에는 각각 284.0mm와 357.0mm이었다<표 6 참조>.

상대습도는 5월이 59.4%, 6월이 69.9% 이었다. 온도는

연평균 13.7℃이며, 5월 평균온도는 18.5℃, 6월 평균

온도는22.3℃이었다<표7>. 

이와같은데이터는강원도춘천구절산금낭화자생지

의 데이터인 연강수량은 1,394mm, 생육기인 5월, 6월의

강우량 78.6mm와 83.9mm, 그리고 5월 상대습도는

69.2%, 6월75.3% 와비교하여보았을때강수량은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기온은 연평균 온도 9.4℃, 5월 평균온도

14.2℃, 6월평균온도19.4℃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

기온임을알수있다. <사진2>에서보는바와같이생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4월부터 개화기인 5월 그리고 종자

성숙기인6월을거치면서강수량이현저히증가하고있음

을볼수있다. 기온또한7월에이르기까지가파르게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동상면의 평균 강수량

그중에서도특히개화기인5월의강수량은완주군의여타

읍·면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높은수치임을알수있다.

한편 평균 운량은 12.0, 평균일조시간은 1,937시간이었

으며평균풍속은1.9㎧를보 다.

환경처(1989)의 자료의 완주군의 평균기온은 12.5℃,

평균강수량은1,241mm와비교해보면1.3℃상승한수치

사진 2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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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강우량은 203mm 증가한 수치이다.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온량지수(W.I: Warmth Index)를 추정하면

119.4℃ 이며, 한랭지수(C.I: Cold Index)는 -11.9℃ 인 것

으로나타났다.

송정섭 등(2003)이 화종별 저온요구성 확인 및 GA처

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매미꽃, 노루귀,

동의나물, 앵초, 복수초를 비롯하여 금낭화는 GA처리에

의해저온대체효과가있었던점은시사한바있다. 궁극적

으로 금낭화 생육에 적합한 온도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좋은 생육을 하는 것

으로판단된다. 뿐만아니라생육왕성기인5월의풍부한

강수량은 금낭화 생육에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막골금낭화자생지는일단이러한조건을만족시키는

서식지로판단된다.@

그림 3 전북 완주군의 강수량
자료: 완주군(2007),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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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치 : 1,416mm

단위: mm

그림 4 전북 완주군의 기온
자료: 완주군(2007), 통계연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5℃
30
25
20
15
10
5
0

-5
-10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2002 82.4 6.9 44.4 180.0 137.6 73.6 165.5 509.3 53.3 45.1 37.7 57.6 1,393

2003 23.6 56.7 49.9 265.1 160.5 144.5 638.4 305.6 204.9 28.2 41.6 17.1 1,936

2004 12.0 24.4 15.2 64.7 136.6 294.8 303.2 380.7 24.4 4.0 31.7 43.5 1,335

2005 6.3 25.2 47.8 41.5 70.8 162.2 451.8 419.4 106.2 26.1 29.2 26.2 1,412

2006 26.0 35.9 8.5 82.3 113.4 104.4 571.8 138.8 33.5 32.3 51.2 30.6 1,228

2007 12.0 48.8 107.3 31.5 80.2 137.7 249.1 345.8 452.7 32.6 13.4 16.0 1,527

2008 - 16.2 75.8 66.1 237.4 332.0 235.0 208.5 40.6 32.4 14.9 16.2 1,275

평 균 23.1 30.5 49.8 104.4 133.7 178.4 373.5 329.7 130.8 28.6 31.3 29.6 1,444

삼례읍 - 18.0 78.0 63.0 186.0 332.0 227.0 218.0 25.0 28.0 13.0 11.0 1,199

봉동읍 - 16.0 66.0 78.0 252.0 283.0 239.0 248.0 26.0 30.0 9.0 10.0 1,257

용진면 - 22.0 68.0 74.0 242.0 368.0 253.0 197.0 33.0 47.0 14.0 14.0 1,332

상관면 - 16.0 96.0 70.0 282.0 389.0 207.0 98.0 64.0 29.0 21.0 16.0 1,288

이서면 - 20.0 76.0 56.0 248.0 283.0 215.0 149.0 29.0 35.0 19.0 17.0 1,147

소양면 - 18.0 78.0 84.0 282.0 370.0 239.0 143.0 37.0 38.0 13.0 17.0 1,319

구이면 - 12.0 84.0 76.0 246.0 312.0 144.0 111.0 51.0 19.0 22.0 15.0 1,092

고산면 - 6.0 74.0 57.0 234.0 300.0 262.0 264.0 32.0 28.0 16.0 12.0 1,285

비봉면 - 12.0 107.0 27.0 224.0 462.0 223.0 250.0 27.0 31.0 14.0 17.0 1,394

운주면 - 18.0 74.0 71.0 186.0 261.0 293.0 278.0 76.0 36.0 14.0 22.0 1,329

화산면 - 18.0 68.0 66.0 174.0 298.0 251.0 257.0 28.0 37.0 13.0 23.0 1,233

동상면 - 16.0 43.0 72.0 284.0 357.0 235.0 274.0 67.0 36.0 14.0 18.0 1,416

경천면 - 18.0 74.0 65.0 246.0 301.0 267.0 224.0 33.0 27.0 12.0 19.0 1,286

연별·읍면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치

표 6 전북 완주군의 강수량

자료: 완주군 재난관리과자료재구성



87 Lee, Suk Woo 전북 완주군 대아리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군락지의 천연보호구역적 가치와 생육특성

2) 군락지의 광환경

금낭화 생육기간인 2009년 4월부터 결실기인 8월까지

1주간격으로군락지의광환경과금낭화의초장및엽신

의신장률을측정한결과는<표8>과같다. 

4월 20일 경 금낭화의 개화 상황은 약 2~3%가 개화하

여 개화초기 단계이었으며, 5월 7일에는 개화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6월 24일에는 성숙종자가 형성된 시기 다.

4월 평균 조도는 13,171Lux이었으며 5월은 18,144Lux,

6월은 29,716Lux, 7월은 44,030Lux 그리고 8월은

50,129Lux로증가하는경향을보 다<그림5>. 

이는 다른 산림내 피음조건과는 달리 상층 및 중층부

을구성하는임관층이빈약한관계로녹음이무성해짐에

도불구하고피음이줄어들지않음을엿볼수있다. 이러한

조건은 주변 일부가 화전 및 감나무 재배를 위해 교목

및 관목층의 제거 등을 위한 인위적 간섭이 지속되어

온 결과로 파악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허권(2000) 등의

구절산금낭화자생지의광조건과는일치되지않는상황

이다. 구절산 금낭화군락지에서는 생육초기에는 광도가

높았으나생육후기로갈수록광도가낮아진상황과비교

된다. 특히구절산의경우, 광도가서서히낮아지는시기

는생육이왕성한6월하순경으로금낭화의생육이성숙

종자를맺으며 양기관이황변하는시기 다. 이와같은

상호결과를비교할때금낭화의자생조건은4~5월생육

기에는 약 14,000~18,000Lux 정도의 광조건이 요구되며

개화이후에는상대적으로광도증가와는관련없이결실이

이루어지는것으로조심스럽게판단할수있다.

한편본조사대상군락지금낭화의초장및엽신의신장

률은<표8>과<그림6>에서보는바와같이광도증가에

2002 13.6 19.2 8.9 8.9 9.7 66.0 7.0 54.0 1,888 13.0 2.0 13.6 -

2003 13.4 33.7 33.7 -15.1 -15.1 69.0 11.0 5.6 1,731 20.7 1.8 10.5 16.0

2004 14.2 20.0 31.8 9.1 -1.8 63.4 23.0 4.8 2,110 8.7 2.0 5.7 9.3

2005 13.3 18.7 35.8 8.6 -15.0 64.0 39.0 5.0 2,021 13.9 2.1 4.8 7.9

2006 14.1 19.7 36.4 9.3 -9.2 68.8 42.0 5.1 1,920 17.0 2.0 4.8 8.1

2007 14.0 19.3 34.8 9.5 -7.2 69.8 7.0 5.1 1,895 9.2 1.9 10.5 21.2

2008 13.9 19.4 35.3 9.0 -10.8 65.1 29.2 5.0 1,993 10.9 1.8 9.3 17.4

평균 13.7 21.4 30.9 5.6 -7.0 66.5 22.6 12.0 1,937 13.3 1.9 8.4 11.4

1월 0.2 4.2 10.8 -3.4 -10.6 69.2 45.3 5.2 135 1.4 1.6 6.5 11.4

2월 -0.2 5.4 14.5 -5.2 -10.3 58.9 31.8 3.1 192 3.2 1.9 7.9 13.3

3월 7.7 14.1 21.1 2.2 -3.6 61.4 31.9 3.8 186 - 1.9 6.7 11.8

4월 14.0 21.0 28.4 7.7 2.7 57.3 29.2 4.7 188 - 2.1 8.0 15.4

5월 18.5 25.2 32.6 12.4 7.0 59.4 30.5 4.2 220 - 2.0 8.0 13.3

6월 22.3 27.5 31.6 17.8 12.8 69.9 47.6 7.1 122 - 1.8 9.3 17.4

7월 27.2 31.8 35.1 23.7 21.5 73.6 54.3 7.3 119 - 2.0 9.1 14.7

8월 25.8 30.8 35.3 21.6 17.4 70.9 48.9 5.4 184 - 2.0 8.7 14.9

9월 22.7 28.6 33.8 18.2 7.2 68.8 41.6 5.2 171 - 1.6 6.9 11.3

10월 16.4 22.8 29.3 11.1 6.4 65.4 36.6 4.0 186 - 1.6 5.9 11.3

11월 8.5 14.0 23.7 3.8 -4.4 64.4 39.3 5.0 148 1.8 1.6 8.4 14.8

12월 3.1 7.9 18.0 -1.6 -10.8 61.6 40.0 4.6 138 4.5 2.0 6.7 11.7

연별
기온 (℃) 상대습도(%) 평균

일조
최심 바람(㎧)

월별 평균
평균 극점 평균 극점

평균
최소습도 운량

시간
적설

최고 최고 최저 최저 최저치 (1/10) (cm)

표 7 전북 완주군의 기상개황

평균
풍속

최대
풍속

최대
순간
풍속

자료: 전주기상대자료재구성, 주 : 매일 3, 6, 9, 12, 15, 18, 21시 8회 관측시산술평균임(’9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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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엽신은 7월초,

초장은 8월초를 기점으로 서서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금낭화가 고 도로 분포하는 조사구역은 금낭화가 생

육기에 충분한 햇빛을 공급받아 왕성하게 자라고, 덩굴

식물이무성하기전에한세대를마감하면서종자를주변

에퍼뜨리면, 종자는덩굴식물차광으로인해건조가방지

되어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발아하여 이듬해 생장

하는과정이여러해동안반복되어대량으로군락을이룬

것으로보인다. 

월 주
광도(Lux) 초장(cm) 엽신(cm)

주 월평균 측정치 월평균 측정치 월평균

1 12,127 1.1 0.0

2 13,451 3.2 1.1

3 13,204 5.2 2.2

4 13,902 10.1 4.2

1 16,312 15.4 5.0

2 18,551 20.3 10.3

3 17,012 23.2 12..8

4 18,632 25.6 15.3

5 20,213 30.1 16.7

1 25,129 31.2 20.3

2 30,317 31.5 21.5

3 28,321 32.9 25.3

4 35,100 34.0 26.2

1 40,230 36.2 27.4

2 45,000 37.0 30.0

3 43,310 39.9 30.1

4 47,580 43.5 30.5

1 49,210 45.4 29.3

2 50,170 46.7 28.0

3 51,008 46.4 27.7

4 50,131 45.3 28.9 @

표 8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의 월별 광도에 따른 생육 변화

4 13,171

18,144

29,716

44,030

50,129 45.95 28.48

39.15 29.50

32.4 23.33

22.92 12.02

4.90 1.88

5

6

7

8

그림 5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의 월별 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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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의 광도와 생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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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락지의 토양환경

(1) 물리적특성

가막골 금낭화군락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위해현장에서의토양경도측정과운반된토양시료

를통한토양특성을판별한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2009년 3월부터 생육 마감기인 8월까지 6개월 동안

군락지내토양경도(soil hardness)를산중식경도계(SR-Ⅱ형)

로측량한결과는<표9>와<그림7>과같다.

본 조사구역은 대부분 석력질 토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토양편차가심할것을감안하여10회반복측정

하 다. 토양경도는봄에서여름으로전환되면서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 고, 이와 같은 이유는 3월 등 봄철

에는유기물등퇴적물이쌓이면서3월평균토양경도는

22.8mm이었으며, 최고생육기인 4월에는 12.8mm로 현

격히떨어졌다. 이에반하여개화기인5월에는9.1mm의

토양경도를 보 으며, 7월 이후의 결실기에는 강우 등에

따른침식 향으로5mm의낮은토양경도를보 다.

이렇듯 일반적 임지조건과는 달리 토양경도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낭화군락지의 지형특성

이 주수계의 역할을 하는 계곡인 관계로 강우량에 비례

한 침식토양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결론적으로금낭화군락의토양은강우량과운적토

의퇴적정도에크게 향을받은것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토양경도가 경화됨에 따라 뿌리의 신장이

저하되거나수분이동에장애가될수있으나본군락지는

이러한위험성은전혀문제가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2) 화학적특성

금낭화자생지의각방형구별로표토10cm의깊이에서

각각300g 이상의토양시료를채취하여음지에서풍건한

후 세토하여 토양산도(pH). 유기물함량(O.M), 인산함량

(P2O5), 치환성 양이온용량[Ex,Cations(K, Ca, Mg)],

전기전도도(EC)를분석하 다<표10>. 

토양산도(pH)는표토(top)의경우5.2~6.1, 심토(subsoil)

의 경우 5.2~6.2로 거의 유사한 범위를 보 으며 표토의

평균 토양pH는 5.54, 심토는 5.5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허권 등(2000)의 연구결과 표토의 평균토양 pH가 5.4

이었던 것에 비하면<표 11> 비교적 낮은 토양의 pH이

지만거의유사한경향이라판단된다. <그림8>은각식생

조사구별 개체수와 종수를 토양pH와 비교하기 위한

그림으로 종수와 토양pH와는 육안으로 보기에 반비례

관계를보이고있으나샘플수가적어명쾌한결론은유보

하기로한다. 

주 1 2 3 4 1 2 3 4

지표경도 25.1 25.5 25.5 15.1 17.1 17.0 9.5 7.4

Mean 22.8 ± 0.35 12.8 ± 0.22

월 3 4

주 1 2 3 4 5 1 2 3 4

지표경도 8.2 8.2 8.2 8.0 5.1 3.8 3.6 3.3 3.2

Mean 7.54 ± 0.21 3.5 ± 0.16

월 5 6

주 1 2 3 4 1 2 3 4

지표경도 2.5 2.5 2.2 2.2 1.1 1.1 1.0 1.1

Mean 2.4 ± 0.22            1.1 ± 0.16

월 7 8

표 9 금낭화군락지의 월별 토양경도

그림 7 계절별 토양경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0

25

20

15

10

5

0

mm(kg/㎠)

22.8

12.8
9.1

3.5
2.4 1.1

그림 8 토양pH와 식물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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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함량(O.M)은 표토의 경우 3.93~9.75%, 심토의

경우3.44~9.25%의범위로방형구간에큰차이를보이지

않았다. 허권 등(2000)의 연구결과의 경우 1.7~2.2%의

범위에비하면2~4배정도로높은유기물함량을보 다.

그 이유는 구절산(표고 750m)의 경우 표고 630~690m에

자생지가 있었던 반면 본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는

표고 300~375m에 위치하여 평균 300m 정도 하단부에

자생지가 위치한다. 따라서 퇴적된 유기물함량이 높게

나타난것으로보인다. 이를볼때, 금낭화의토양유기물

요구량은적응범위가매우넓음을알수가있다. 인산함량

(P2O5)은 표토의 경우 4~19ppm, 심토의 경우 5~17ppm

으로나타났다. 허권등(2000)의연구결과의경우8~22ppm

으로구절산에비해대아수목원의경우4~5ppm 낮은것

으로나타났다<표11 >. 

치환성양이온(Ex. Cation)용량에서칼륨은표토의경우

0.22~0.98me/100g, 심토의 경우 0.20~0.74me/100g으로

나타났으며칼슘은표토의경우1.4~9.5me/100g, 심토의

경우 1.1~7.5me/100g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표토의

경우 0.5~1.3me/100g, 심토의 경우 0.2~1.1me/100g으로

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상의금낭화자생지토양환경을조사한결과유기물

함량은비교금낭화군락지에비해서월등히높은것으로

Quad.
Profile

pH OM T-N P2O5 Ex. Cation(me/100g) Na

No. 1:5 % % ppm K Ca Mg cmol/kg

1
top 5.3 3.93 0.14 13 0.22 2.0 0.5 0.3

subsoil 5.3 3.97 0.15 14 0.20 2.0 0.5 0.0

2 top 5.5 4.79 0.25 12 0.32 3.4 0.5 0.0

subsoil 5.5 4.19 0.16 11 0.30 3.0 0.5 0.3

3 top 5.6 7.73 0.47 19 0.74 3.4 0.6 0.4

subsoil 5.6 7.15 0.44 14 0.63 3.0 0.5 0.2

4
top 6.1 9.75 0.55 10 0.98 9.3 1.3 0.1

subsoil 6.2 7.32 0.43 8 0.78 7.5 0.9 0.3

5
top 5.6 7.38 0.42 5 0.54 5.7 0.9 0.1

subsoil 5.7 5.78 0.33 6 0.52 5.5 0.8 0.1

6
top 5.3 6.33 0.35 4 0.56 2.3 0.6 0.1

subsoil 5.3 3.44 0.13 17 0.30 1.2 0.2 0.1

7
top 6.0 7.54 0.41 4 0.39 9.5 1.3 0.2

subsoil 5.9 9.25 0.45 5 0.59 6.9 1.1 0.1

8
top 5.2 5.40 0.29 6 0.39 1.4 0.4 0.1

subsoil 5.2 5.26 0.29 7 0.36 1.1 0.3 0.0

9
top 5.3 6.80 0.37 5 0.65 3.4 0.8 0.0

subsoil 5.6 9.28 0.44 5 0.52 5.7 0.9 0.1

10
top 5.5 4.59 0.20 15 0.49 2.6 0.5 0.0

subsoil 5.5 4.68 0.23 14 0.51 2.9 0.6 0.1

Range
top 5.2-6.1 3.93-9.75 0.14-0.47 4-19 0.22-0.98 1.4-9.5 0.5-1.3 0.0-0.4

subsoil 5.2-6.2 3.44-9.25 0.13-0.45 5-17 0.20-0.74 1.1-7.5 0.2-1.1 0.0-0.3

Mean
top 5.54 6.42 0.345 9.3 0.528 4.3 0.74 0.13

subsoil 5.58 6.03 0.301 10.1 0.471 3.88 0.63 0.13

표 10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의 토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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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것은자생지가계곡의전석지로서강우발생

시토양유실에따른운적토의퇴적등에기인된다고판단

된다. 또한, 금낭화의좋은생육을위해서는pH 5.5 정도

의산성토양과토양수분이많고인산함량이높은토양인

것으로판단된다.

5. 금낭화군락의 식생

1) 향 조건 및 수직분포

2009년4월과6월그리고2010년5월금낭화고 도분포

지를 중심으로 10×10m 크기의10개의 방형구를 설정한

뒤 Braun-Blanquet(1964)의 방법에 의한 식물사회학적

조사를실시한결과는다음과같다.

조사 방형구 10개의 평균 고도는 300~375m의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고도는 344.5m이었으며 자생지의 좌향

(坐向)은북향(N)이1개, 북서향(NW)이1개 으며그밖에

8개조사지점의향은모두북동향(NE)이었다. 그리고평균

경사는19.5°로나타났다. 이와같은자생지조건은허권

(2000)의연구결과, 자생지의여건이해발630~690mm의

북동사면 전석지(轉石地) 고, 경사도는 25~33°범위

던점에비추어보면자생지향에는양군락간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사도 및 고도 조건에서는 눈에

띄는차이가있는결과로보인다. 그러나수직분포의경우,

대아수목원 소 도 군락지 또한 300m 이하와 약 500m

고도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 밖의 금낭화 자생 군

락지가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에서도 다채롭게 분포

되고 있음을 볼 때 금낭화 자생지의 수평분포는 비교적

광범위할 뿐 아니라 수직분포 또한 범위가 넓음을 설명

하는결과로풀이된다. 따라서이진재등(2004)은화단용

자생화 중 금낭화를 준고랭지(500m)에서의 유망 초종

으로설정한것은일단합리적으로판단되지만수직식재

분포의 하한선(下限線)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금낭화생육지의물리적경사도그자체또한

다소변동폭이큰것으로판단된다.@ 

2) 출현종수와 개체수

<표 12>는대아수목원금낭화군락지를대상으로10개

방형구에서조사한식물군락의종조성표이다. 조사지내

출현 식물종은 17~46종류이었으며 방형구당 출현 종수

는방형구10지점에46종류로가장많았고, 방형구4지점

이17종류출현으로가장낮았으며평균출현종수는30.8

종류로나타났다. 

고 도 분포지를 조사대상으로 하 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구내금낭화의개체수는13~52개체까지심한차이를

보 다. 금낭화개체수는방형구6지점이52개체로가장

많았고, 방형구1지점이13개체로가장낮은출현종수를

보 다. 평균 개체수는 30.6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조사

대상 총 방형구내 출현된 분류군의 수는 총 126분류군

으로 허권 등(2000)이 조사한 춘천시 구절산을 대상으로

한조사결과인52종류보다산술적으로약2.4배의수치

를보임으로서가막골금낭화군락지는매우높은종다양

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조사

구간금낭화개체수와종수간의관계를보여주는그래프

이다. 일반적으로종수와개체수간에는반비례관계가성립

Quad. 1 31.1 5.96 1.70 8 0.70 17.8 3.5 0.054

Quad. 2 31.4 5.31 2.10 22 0.51 17.1 3.7 0.76

Quad. 3 32.4 5.35 2.00 12 0.68 13.1 3.4 0.60

Quad .4 42.2 5.15 1.95 11 0.47 12.3 2.7 0.50

Quad. 5 26.1 5.23 2.20 16 0.38 15.9 3.1 0.66

Mean 32.6 5.40 1.99 14 0.55 15.2 3.3 0.61

No. of Soil pH O.M. P2O5 Ex. Cation(me/100g) EC
moisture

Quadrat (%) (1:5) (%) (mg/kg) K Ca Mg (dS/m)

표 11 비교대상 금낭화군락지(구절산)의 토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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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방형구 6에서는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 을 뿐 아니라 출현종도 33종류

로평균출현종을상회하 다. 이와같은이유에대해서는

미기후적특성이반 된결과로보이며관리요인도게재

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본다. 

3) 분포특성 및 활력도

줄기수 도에따른분포 도(기준조사면적4㎡당줄

기수 200개 이상 지역은 고 도 지역, 줄기수 200~100개

지역은 중 도 지역, 줄기수 100개 이하 지역은 소 도

지역으로 구분) 분석 결과, 대상지역내 금낭화 고 도

분포지역은2ha로전체대상지역의28% 정도를차지하고

있으며, 이지역은과거화전경작지대로상층임관이없고

금낭화가 대량 자생하고 있어 중·소 도 지역에 비해

육안으로판별이확연한지역이다. 중 도분포지역또한

2ha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지역은 고 도 분포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종시 감나무 주변 및 붕적암

사이사이의 토양에 금낭화가 자생하고 있다. 소 도 분

포지역은 3ha로 전체 대상지역의 43% 정도를 차지하며,

이지역은중 도지역중심으로분포하고있으며, 금낭화

는 비교적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 소규모 군락을 이루며

분포하고있다. 

대아수목원 자생군락지에 자생하고 있는 금낭화는

비옥한 토질 및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최적의 생육상태

를 보이고 있다. 보통 금낭화는 50~60cm 자라며, 최고

80cm까지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아수목원 자생

군락지 고 도 분포지역내 금낭화는 120cm까지 자라

고 있었으며, 줄기수또한1포기당40~50개의줄기를형

성하고 있다. 또한 왕성한 생장에 걸맞게 1개 꽃대에

10~20개의 종자 꼬투리가 형성 되어 종자결실율도 매우

좋은것으로보인다.

4) 우점종과 식별종

금낭화군락지내상재도(빈도계급) 60%를상회하는우

점종은 금낭화 이외에 으름덩굴, 미나리냉이, 거북꼬리,

이삭여귀, 물봉선, 꼭두서니, 고추나무, 광대싸리 등 총

9종류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재도 Ⅲ등급에 해당되는

식물로는 개다래, 복분자딸기, 계요등, 조개풀 등으로

밝혀졌다<표12>. 한편<표12>에서보는바와같이상재

도 등급 Ⅱ~Ⅳ에 해당되는 출현종을 대상으로 종조성표

조작에 의한 식별종(Differential species)을 분류해 본

결과, 물봉선, 꼭두서니, 칡, 산딸기와고추나무, 광대싸리,

개다래의분류군으로나뉘어졌다. 

5) 층위별 중요치(I.V)

<표 13>은 금낭화군락지내 중요치(I.V)분석 결과를 층

위별로정리한것이다. 교목상층(T1)에는이팝나무, 층층

나무, 느티나무, 감나무, 비목나무가 우점종으로 파악되

었고, 아교목층(T2)에는 산뽕나무, 신나무, 산벚나무,

팽나무, 때죽나무 등의 중요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관목층(S)에는 으름덩굴, 고추나무, 광대싸리, 개다래,

복분자딸기, 딱총나무, 노박덩굴, 칡, 산딸기, 고광나무,

쥐똥나무, 찔레꽃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본층(H)에는 금낭화를 비롯하여 미나리냉이, 거북

꼬리, 이삭여뀌, 물봉선, 꼭두서니, 계요등, 개고사리,

조개풀, 그늘쑥, 졸방제비꽃, 선 나물, 윤판나물, 십자

고사리, 마 등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

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의 우점종으로 판단되는 식물은

<표 13>에서 중요치 7 이상으로 나타난 금낭화, 미나리

냉이, 거북꼬리, 이삭여뀌, 물봉선 등의 초본류와 으름

덩굴, 고추나무, 광대싸리, 개다래 등의 목본류가 우점

하는식물사회인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 9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의 조사구별 개체수와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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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umber 3 4 5 8 9 2 6 7 10 1 평균 상재도

Releve number 1 2 3 4 5 6 7 8 9 10

Altitude(m) 360 375 375 350 325 335 350 375 300 300 344.50

Slope aspect N NE NE NE NE NE NE NE NE NW

Slope degree(%) 20 20 20 20 15 23 20 20 12 25

Quadrat size(㎡)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Heihgt of tree-1 layer(m) 0 0 10 8 12 0 0 10 13 0

Coverage of tree-1 layer(%) 0 0 5 7 20 0 0 5 25 0

Heihgt of tree-2 layer(m) 5 6 6 5 8 6 0 8 8 6

Coverage of tree-2 layer(%) 5 5 5 5 10 5 0 10 15 5

Height of shrub later(m) 1 1 1 1.5 2 1 1 1 1.5 1

Coverage of shrub layer(%) 10 10 10 10 10 10 15 15 10 10

Heihgt of herb layer(m)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Coverage of herb layer(%) 100 95 95 95 95 95 100 95 95 95

light transmission ratio(%) 90 90 100 20 80 60 75 30 50 60 65.5

Number of stems 42 43 39 27 17 28 52 27 18 13 30.6

Number of species 22 17 26 31 37 29 33 33 46 32 30.8

Dicentra spectabilis 5·5 5·5 5·5 4·5 4·3 5·5 5·5 4·4 3·3 4·4 금낭화 10

Akebia quinata + 1·1 r r + 1·1 1·1 + 1·1 으름덩굴 9

Torilis japonica 3·3 + 1·1 + 2·1 1·1 @ +1 r 1·1 미나리냉이 9

Boehmeria trcuspis + + 1·1 1·1 + + 2·1 2·2 거북꼬리 8

Persicaria filiforme 1·1 + 1·1 + + + + 1·2 이삭여뀌 8

Impatiens textori 1·3 1·2 1·1 2·2 1·1 + 1·2 물봉선 7

Rubia akane 1·2 + r r r r + 꼭두서니 7

Pueraria thunbergiana r r r r 칡 5

Rubus crataegifolius 2·2 2·2 2·2 r 산딸기 4

Staphylea bumalda r r + 2·1 + 1·1 1·1 고추나무 7

Securinega suffruticosa + + r 1·1 + + + 광대싸리 7

Actinidia polygama + r r r 2·1 2·2 개다래 6

Rubus corenus + 1·1 r 1·1 + 1·1 복분자딸기 6

Paederia scandens r r r r r r 계요등 6

Athyrium niponicum r + + r + + 개고사리 6

Arthraxon hispidus r r + r r 1·2 조개풀 6

Artemisia sylvatica + r r r 2·1 그늘쑥 5

Smilax nipponica r r r r r 선 나물 5

Polystichum tripteron 1·2 1·3 1·2 + + 십자고사리 5

Viola acuminata + + 1·1 r r 딱총나무 5

Viola grypoceras r + r r + 졸방제비꽃 5

Morus bombycis 2·3 + + + + 산뽕나무 5

Celastrus orbiculatus 1·1 r r + r 노박덩굴 5

Disporum sessile + r + r r 윤판나물 5

Chionanthus retusus +1 + +1 + + 이팝나무 5

표 12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의 종조성표



9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1

Philadelphus schrenckii r r + + 고광나무 4

Ligustrum obtusifolium r r + r 쥐똥나무 4

Dioscorea japonica r r r r 마 4

Clematis apiifolia + + r 사위질빵 3

Zanthoxylum schinifolium r + r 산초나무 3

Duchesnea chrysantha + r r 뱀딸기 3

Commelina communis r r r 닭의장풀 3

Galium dahuricum r r r 큰잎갈퀴 3

Pleuropterus multiflorus r r r 하수오 3

Acer ginnala r + + 신나무 3

Rosa multiflora + + + 찔레꽃 3

Parthenocissus tricuspidata + r + 담쟁이덩굴 3

Isodon japonicus + + r 방아풀 3

Cornus controversa + + + 층층나무 3

Smilacina japonica + + r 풀솜대 3

Ajuga decumbens r r r 금창초 3

Celtis sinensis r r 팽나무 2

Lysimachia barystachys r r 큰까치수 2

Isachne globosa +2 + 기장대풀 2

Aralia elata r r 두릅나무 2

Agrimonia pilosa + +2 짚신나물 2

Oplismenus undulatifolius + r 주름조개풀 2

Stephanandra incisa r + 국수나무 2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1·2 r 노루오줌 2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r r 천남성 2

Isodon inflexus r r 산박하 2

Zelkova serrata +1 r 느티나무 2

Vitis coignetiae r r 머루 2

Cephalotaxus harringtonia r r 개비자나무 2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r r 산골무꽃 2

Lindera erythrocarpa r + 비목나무 2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 r 개별꽃 2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r + 애기똥풀 2

Styrax japonica r +1 때죽나무 2

Diospyros kaki + + 감나무 2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r r 둥굴레 2

Ampelopsis brevipedunculata r + 개머루 2
var. heterophylla

Euonymus sieboldiaus r r 참빗살나무 2

Euonymus alatus r r 화살나무 2

Prunus sargentii + r 산벚나무 2

Alangium platanifolium var. r r 박쥐나무 2
macrophylum 

표 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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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r 양지꽃 1

Physaliastrum japonicum r 가시꽈리 1

Rhus chinensis +2 붉나무 1

Trichosanthes kirilowii var. r 노랑하늘타리 1japonica 

Erigeron annuus r 개망초 1

Metaplexis japonica r 박주가리 1

Oxalis corniculata r 괭이밥 1

Quercus mongolica r 신갈나무 1

Codonopsis lanceolata r 더덕 1

Gynostemma pentaphyllum r 거지덩굴 1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 느릅나무 1

Lindera obtusiloba r 생강나무 1

Fraxinus rhynchophylla r 물푸레나무 1

Pimpinella brachycarpa + 참나물 1

Weigela subsessilis + 병꽃나무 1

Tripterygium regelii r 미역줄나무 1

Osmorhiza aristata + 미나리냉이 1

Athyrium yokoscens r 뱀고사리 1

Galium spurium r 갈퀴덩굴 1

Quercus variabilis r 굴참나무 1

Veratrum patulum + 박새 1

Callicarpa japonica + 작살나무 1

Dryopteris crassirhizoma r 관중 1

Eupatorium chinensis var. 2·2 등골나물 1simplicifolium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r 산마늘 1

Ribes mandshuricum r 까치밥나무 1

Ailanthus altissima r 가죽나무 1

Vitis flexuosa r 새머루 1

Viola japonica r 왜제비꽃 1

Actaea asiatica r 노루삼 1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 파리풀 1

Geranium thunbergii r 이질풀 1

Corydalis speciosa r 산괴불주머니 1

Paeonia obovata r 백작약 1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3·4 산수국 1

Quercus serrata r 졸참나무 1

Asparagus cochinchinensis r 천문동 1

Arisaema heterophyllum r 천남성 1

Arisaema negishii r 섬천남성 1

Sasa borealis 1·2 조릿대 1

Acer mono + 고로쇠나무 1

표 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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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stellaria palibiniana r 큰개별꽃 1

Pseudostellaria coreana@ r 참개별꽃 1

Cornus walteri + 말채나무 1

Cimicifuga heracleifolia@ + 승마 1

Erythronium japonicum r 얼레지 1

Scopolia japonica r 미치광이풀 1

Zanthoxylum piperitum r 초피나무 1

Lastrea thelypteris r 처녀고사리 1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r 새콩 1trisperma

Carex leiorhyncha r 산괭이사초 1

Larix kaemferi + 일본잎갈나무 1

Scientific name Layer
Relative Relative Relative Important Common 

frequency density coverage Value name

Chionanthus retusa 1.80 0.82 1.12 3.74 이팝나무

Cornus controversa 2.55 0.44 0.29 3.28 층층나무

Zelkova serrata T1 0.45 0.33 0.58 1.36 느티나무

Diospyros kaki 0.45 0.11 0.21 0.77 감나무

Lindera erythrocarpa 0.45 0.10 0.12 0.67 비목나무

Morus bombycis 2.10 0.67 0.35 3.12 산뽕나무

Acer ginnala 1.10 0.49 0.36 1.95 신나무

Prunus sargentii 0.45 0.53 0.58 1.56 개벚나무

Celtis sinensis 0.90 0.12 0.21 1.23 팽나무

Styrax japonica T2 0.90 0.04 0.04 0.98 때죽나무

Quercus variabilis 0.45 0.12 0.05 0.62 굴참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0.45 0.12 0.04 0.61 느릅나무

Quercus mongolica 0.45 0.08 0.07 0.6 신갈나무

Acer mono 0.45 0.06 0.07 0.58 고로쇠나무

Akebia quinata 4.60 2.22 2.27 9.09 으름덩굴

Staphylea bumalda 3.70 2.08 2.01 7.79 고추나무

Securinega suffruticosa 3.70 1.85 1.94 7.49 광대싸리

Actinidia arguta 2.80 2.12 2.08 7.00 개다래

Rubus corenus 2.80 1.44 1.17 5.41 복분자딸기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2.10 0.76 1.21 4.07 딱총나무

Celastrus orbiculatus 2.10 0.72 1.06 3.88 노박덩굴

Pueraria thunbergiana S 2.10 0.42 1.02 3.54 칡

Rubus crataegifolius 1.80 0.72 0.45 2.97 산딸기

Philadelphus schrenckii 1.80 0.23 0.38 2.41 고광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1.80 0.12 0.32 2.24 쥐똥나무

Rosa multiflora 1.10 0.04 0.65 1.79 찔레꽃

Clematis apiifolia 1.10 0.31 0.36 1.77 사위질빵

Parthenocissus tricuspidata 1.10 0.24 0.36 1.70 담쟁이덩굴

Zanthoxylum schinifolium 1.10 0.26 0.31 1.67 산초나무

표 13 금낭화군락지 출현종의 층위별 중요치(Important Value) 분석

표 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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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0.90 0.47 0.12 1.49 개머루heterophylla 

Aralia elata 0.90 0.21 0.31 1.42 두릅나무

Vitis coignetiae 0.90 0.16 0.19 1.25 왕머루

Stephanandra incisa 0.90 0.16 0.14 1.20 국수나무

Euonymus alatus 0.90 0.13 0.10 1.13 화살나무

Euonymus sieboldiaus 0.90 0.08 0.07 1.05 참빗살나무

Cephalotaxus harringtonia 0.90 0.06 0.03 0.99 개비자나무

Alangium platanifolium var. macrophylum 0.45 0.15 0.19 0.79 박쥐나무

Lindera obtusiloba 0.45 0.11 0.05 0.61 생강나무

Rhus chinensis 0.45 0.10 0.05 0.60 붉나무

Sasa borealis S 0.45 0.10 0.04 0.59 조릿대

Larix kaemferi 0.45 0.09 0.04 0.58 일본잎갈나무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0.45 0.09 0.03 0.57 산수국

Fraxinus rhynchophylla 0.45 0.08 0.03 0.56 물푸레나무

Weigela subsessilis 0.45 0.08 0.03 0.56 병꽃나무

Callicarpa japonica 0.45 0.08 0.02 0.55 작살나무

Quercus serrata 0.45 0.07 0.03 0.55 졸참나무

Ribes mandshuricum 0.45 0.06 0.02 0.53 까치밥나무

Ailanthus altissima 0.45 0.06 0.01 0.52 가죽나무

Vitis flexuosa 0.45 0.04 0.02 0.51 새머루

Pimpinella brachycarpa 0.45 0.02 0.01 0.48 참나물

Dicentra spectabilis 6.20 19.73 22.01 47.94 금낭화

Torilis japonica 2.80 8.73 10.98 22.51 미나리냉이

Boehmeria trcuspis 4.60 3.81 9.31 17.72 거북꼬리

Persicaria filiforme 4.60 1.62 9.02 15.24 이삭여뀌

Impatiens textori 3.70 2.02 2.05 7.77 물봉선

Rubia akane 3.70 1.90 1.27 6.87 꼭두서니

Paederia scandens 2.80 2.01 1.27 6.08 계요등

Athyrium niponicum 2.80 1.25 1.57 5.62 개고사리

Arthraxon hispidus 2.80 1.20 1.67 5.67 조개풀

Artemisia sylvatica 2.10 1.28 1.18 4.56 그늘쑥

Viola acuminata 2.10 0.96 0.78 3.84 졸방제비꽃

Smilax nipponica H 2.10 0.86 0.75 3.71 선 나물

Disporum sessile 2.10 0.51 0.81 3.42 윤판나물

Polystichum tripteron 2.10 0.76 0.55 3.41 십자고사리

Dioscorea japonica 1.80 0.43 0.20 2.43 마

Ajuga decumbens 1.10 0.49 0.18 1.77 금창초

Smilacina japonica 1.10 0.33 0.18 1.61 풀솜대

Duchesnea chrysantha 1.10 0.31 0.19 1.60 뱀딸기

Pleuropterus multiflorus 1.10 0.39 0.19 1.68 하수오

Commelina communis 1.10 0.36 0.18 1.64 닭의장풀

Galium dahuricum 1.10 0.24 0.28 1.62 큰잎갈퀴

Isodon japonicus 1.10 0.24 0.22 1.56 방아풀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0.90 0.14 0.17 1.21 개별꽃

Scientific name Layer
Relative Relative Relative Important Common 

frequency density coverage Value name

표 1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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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Layer
Relative Relative Relative Important Common 

frequency density coverage Value name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0.90 0.10 0.17 1.17 천남성

Oplismenus undulatifolius 0.90 0.08 0.15 1.13 주름조개풀

Isodon inflexus 0.90 0.07 0.15 1.12 산박하

Lysimachia barystachys 0.90 0.06 0.10 1.06 큰까치수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0.90 0.05 0.08 1.03 산골무꽃

Agrimonia pilosa 0.90 0.02 0.05 0.97 짚신나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0.90 0.02 0.02 0.94 둥굴레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0.90 0.02 0.02 0.94 노루오줌

Isachne globosa 0.90 0.02 0.01 0.93 기장대풀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0.90 0.01 0.02 0.93 애기똥풀

Scopolia japonica 0.45 0.11 0.08 0.64 미치광이풀

Lastrea thelypteris 0.45 0.11 0.18 0.74 처녀고사리

Athyrium yokoscens 0.45 0.12 0.15 0.72 뱀고사리

Galium spurium 0.45 0.11 0.16 0.72 갈퀴덩굴

Corydalis speciosa 0.45 0.13 0.12 0.70 산괴불주머니

Eupatorium chinensis var. simplicifolium 0.45 0.12 0.11 0.68 등골나물

Veratrum patulum 0.45 0.11 0.07 0.63 박새

Dryopteris crassirhizoma 0.45 0.07 0.09 0.61 관중

Physaliastrum japonicum 0.45 0.07 0.06 0.58 가시꽈리

Metaplexis japonica 0.45 0.05 0.08 0.58 박주가리

Trichosanthes kirilowii var. japonica 0.45 0.07 0.05 0.57 노랑하늘타리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0.45 0.04 0.08 0.57 양지꽃

Erigeron annuus 0.45 0.04 0.08 0.57 개망초

Oxalis corniculata H 0.45 0.05 0.07 0.57 괭이밥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0.45 0.04 0.08 0.57 새콩

Codonopsis lanceolata 0.45 0.07 0.04 0.56 더덕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0.45 0.06 0.04 0.55 산마늘

Viola japonica 0.45 0.06 0.04 0.55 왜제비꽃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0.45 0.06 0.04 0.55 파리풀

Geranium thunbergii 0.45 0.06 0.04 0.55 이질풀

Gynostemma pentaphyllum 0.45 0.06 0.04 0.55 거지덩굴

Actaea asiatica 0.45 0.05 0.04 0.54 노루삼

Paeonia japonica 0.45 0.05 0.04 0.54 산작약

Arisaema negishii 0.45 0.04 0.05 0.54 섬천남성

Carex leiorhyncha 0.45 0.03 0.05 0.53 산괭이사초

Pseudostellaria palibiniana 0.45 0.04 0.04 0.53 큰개별꽃

Pseudostellaria coreana 0.45 0.03 0.04 0.52 참개별꽃

Cornus walteri 0.45 0.03 0.03 0.51 말채나무

Cimicifuga heracleifolia 0.45 0.03 0.02 0.50 승마

Erythronium japonicum 0.45 0.02 0.03 0.50 얼레지

Zanthoxylum piperitum 0.45 0.02 0.02 0.49 초피나무

Tripterygium regelii 0.45 0.02 0.01 0.48 미역줄나무

Asparagus cochinchinensis 0.45 0.02 0.01 0.48 천문동

Arisaema heterophyllum 0.45 0.02 0.01 0.48 천남성

Paris verticillata 0.45 0.01 0.01 0.47 삿갓나물

표 1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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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Relative Relative Relative Important

frequency density coverage value

Dicentra spectabilis 금낭화 4.50 23.82 20.17 48.49

Corydalis speciosa 산괴불주머니 3.60 2.48 10.00 19.08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4.50 2.35 10.67 17.52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3.60 1.88 8.16 13.64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개별꽃 2.70 4.70 2.67 10.07

Corylus heterophylla 난티잎개암나무 2.70 1.57 5.20 9.47

Artemisia keiskeana 맑은대쑥 2.70 4.70 2.00 9.40

Dryopteris crassirhizoma 관중 3.60 3.92 1.50 9.02

Cornus controversa 층층나무 1.80 0.63 6.00 8.43

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 천남성 3.60 2.51 1.33 7.44

Carex siroumensis 대사초 1.80 3.92 1.50 7.22

Chloranthus japonicus 홀아비꽃대 2.70 2.98 1.50 7.18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남산제비꽃 2.70 3.13 0.67 6.50

Anisliaea acerifolia 단풍취 1.80 3.13 1.50 6.43

Hylomecon vernalis 피나물 1.80 2.66 1.67 6.13

Smilacina japonica 풀솜대 2.70 3.13 0.17 6.00

Styrax obassia 쪽동백나무 2.70 0.94 2.00 5.64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둥굴레 1.80 3.13 0.67 5.60

Syneilesis palmata 우산나무 1.80 2.66 1.00 5.46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고사리 2.70 1.57 0.67 4.94

Morus bombysis 산뽕나무 1.80 0.31 2.67 4.78

Corydalis turtschaninovii 현호색 1.80 1.57 1.33 4.70

Actinidia polygama 개다래 1.80 0.78 2.00 4.58

Acer pseudosiebolianum 당단풍 1.80 0.47 2.00 4.27

Asarum sievoldii 족도리풀 2.70 1.25 0.17 4.12

Acer mono 고로쇠나무 1.80 0.78 1.50 4.08

Cardamine leucantha 미나리냉이 1.80 1.57 0.33 3.70

Atractylis japonica 삽주 1.80 1.57 0.33 3.70

Staphylea bumalda 고추나무 1.80 0.78 0.83 3.41

Sambucus sieboldiana var. miquelii 딱총나무 1.80 0.47 1.00 3.27

Juglans mandshurica 가래나무 0.90 0.31 2.00 3.21

Plectranthus inflexus 산박하 0.90 1.57 0.67 3.14

Rhamnus davurica 갈매나무 0.90 0.16 2.00 3.06

Astilbe rubra 노루오줌 1.80 0.78 0.33 2.91

Sedum kamtschaticum 기린초 1.80 0.78 0.17 2.75

Rubia akane 꼭두서니 1.80 0.78 0.17 2.75

Diporum sessile 윤판나물 1.80 0.78 0.17 2.75

Meegania urticifolia 벌깨덩굴 0.90 1.57 0.17 2.64

Brachybotrys paridiformis 당개지치 1.80 0.47 0.17 2.44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산꿩의다리 1.80 0.47 0.17 2.44

표 14 비교 대상 구절산 금낭화군락지의 중요도(IV)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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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tica angustifolia 가는잎쐐기풀 0.90 0.78 0.67 2.35

Polystichum tripteron 십자고사리 0.90 0.78 0.67 2.35

Kalopanax pictus 음나무 0.90 0.31 0.83 2.04

Agastache rugosa 배초향 0.90 0.47 0.17 1.54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0.90 0.31 0.17 1.38

Actaea asatica 노루삼 0.90 0.31 0.17 1.38

Fraxinus sievoldiaca 쇠물푸레나무 0.90 0.16 0.17 1.23

Rhus tricocarpa 개옻나무 0.90 0.16 0.17 1.23

Clematis apiifolia 사위질빵 0.90 0.16 0.17 1.23

Sedum erythrostichum 꿩의비름 0.90 0.16 0.17 1.23

Streptolirion volubile 덩굴닭의장풀 0.90 0.16 0.17 1.23

Lepisorus ussuriensis 산일엽초 0.90 0.16 0.17 1.23

Species
Relative Relative Relative Important

frequency density coverage value

6) 종유사도지수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와 춘천 구절산의 금낭화

군락지의 종구성(species composition) 상태의 유사함을

측정할목적으로Sørensen의종유사도지수(Cs)를측정한

결과는다음과같다.

Cs=(2C/S1+S2)×100

여기서C: 양조사구에공통적으로출현한종수=24종

@ @ @ @@ S1: 제1조사구(대아수목원)의구성종수=126

@ @ @ @@ S2: 제2조사구(구절산)의구성종수=52

그러므로Cs=(2×24)/(126+52)×100=26.9%

즉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와 춘천 구절산 금낭화

군락지는약300m의표고차에도불구하고약27% 의종

유사도지수(similarity index)를보이는것으로밝혀졌다. 

본 조사지역 금낭화군락지의 자생 분류군 중 허권 등

(2000)의 연구 대상지의 춘천 구절산 금낭화군락지에서

동일하게 출현한 초종은 금낭화를 비롯하여 초본류에는

산괴불주머니, 개별꽃, 관중, 천남성, 풀솜대, 둥굴레,

미나리냉이, 산박하, 노루오줌, 꼭두서니, 윤판나물,

십자고사리, 노루삼등14종류이었으며목본류로는생강

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산뽕나무, 개다래, 고로쇠

나무, 고추나무, 딱총나무, 국수나무, 사위질빵 등 10종

류로 총 24종류로 분류되었다. 이 중 양 집단 공히 중요

도가 높은 식물종 중 초본류인 미나리냉이, 윤판나물,

둥굴레, 산괴불주머니, 풀솜대, 노루삼, 노루오줌 등은

금낭화군락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식별종이자 금낭화와

자생조건을 공유하는 초종으로 동반하여 식재하면 매우

효과적인조경식물로판단된다.

이상의조사를종합할때, 총면적약7ha에이르는대아

수목원 금낭화 자생군락지는 문헌조사된 금낭화 서식지

중에서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아수목원

자생군락지 고 도 분포지역내 금낭화는 120cm까지

자라고 있었으며, 줄기수 또한 1포기당 40~50개의 줄기

를 형성하고 있다. 왕성한 생장에 걸맞게 1개 꽃대에

10~20개의 종자 꼬투리가 형성 되어 종자결실율도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막골 금낭화군락의 서식

환경은비옥한토질및주변환경으로인하여최적의생육

상태를보이고있음을볼때매우지속적인생육환경으로

판단된다. 

표 14 (계속)

음 친 식물종은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에도 출현하는 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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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및제언

전북완주군동상면대아리산1-2번지의도유림인속칭

가막골 금낭화군락지의 천연보호구역적 가치를 검토하

는한편금낭화군락지의적정생육환경을구명하고이를

바탕으로 금낭화군락지의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목적으로문헌및인터넷조사를통해‘금낭화의형태

적·생태적 특성’과‘국내 천연기념물 초본군락의 지정

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는한편현지조사를통해금낭화

군락의 광환경, 토양환경, 식생조건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가막골 금낭화군락지의 천연보호구역적 가치를 파악

하고자한본연구결과는아래와같다. 

국내 금낭화 자생군락지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금

낭화자생지는전국의산지에고루분포되고있으며이중

완주가막골금낭화군락지의서식규모는매우탁월한것

으로 보인다. 또한 금낭화군락지 분포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 준고냉지에서 좋은 생육을 보이며 생육

왕성기인 5월의 풍부한 강수량은 금낭화 생육에 매우

필수적인것으로보아가막골금낭화군락지는매우전형

적기상여건을보이는서식지라판단된다.@ 

한편금낭화고 도분포군락의환경분석결과, 전석지

(轉石地) 토양을 기반으로 고도 300~375m의 범위에 있

었고 평균고도는 344.5m이었으며 자생지의 좌향(坐向)

은북향또는북서향도포함되나북동향(NE)이압도적이

었으며평균경사는19.5°로나타났다. 또한광조건분석

결과, 4월부터8월까지생육기간인6개월간군락내광도

는평균30,810Lux 이었으며, 생육초기에는낮았고후기로

갈수록광도는상승하는경향이었다. 금낭화자생조건은

3~5월생육기에는약14,000~18,000Lux 정도의광조건이

요구되며개화이후에는상대적으로광도증가와는관련

없이결실이이루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토양환경분석

결과, 토양산도(pH)는 표토(topsoil), 5.2~6.1, 심토

(subsoil), 5.2~6.2로거의유사한범위를보 으며표토의

평균 토양pH는 5.54, 심토는 5.58 로 이 조건은 비교대상

군락지와 거의 유사한, 전형적인 곳으로 판단됨에 따라

가막골의토양안정성은매우높다고판단된다. 

식생환경 분석 결과, 조사구별 금낭화의 개체수는

13~52개체까지 심한 편차를 보 으나 군락내 발견된

분류군(taxa)은 총 126종류로 순수군락을 유지하면서도

비교 대상지역인 춘천 구절산 금낭화군락지에 비해 약

2.4배 높은 종다양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아수목원

금낭화군락지는 금낭화, 미나리냉이, 거북꼬리, 이삭

여뀌, 물봉선 등의 초본류와 으름덩굴, 고추나무, 광대

싸리, 개다래 등의 목본류가 우점하는 식물사회로 확인

되었으며 군락내 식별종(Differential species)은 물봉선,

꼭두서니, 칡, 산딸기와 고추나무, 광대싸리, 개다래로

밝혀짐에 따라 지형 및 토양습도에 따라 전형적 하위군

락으로구분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가막골 금낭화군락지는 탁월한 관상성을 가진 자생식물

의 서식처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본 군락은 전국분포상의

금낭화자생군락으로는국내최대규모로추정하며기상

및 지형, 토양조건과 식생환경이 군락지의 지속가능성

을보장할수있는매우탁월한고유서식지로판단된다. 

따라서 전형적 서식조건과 지속가능성이 큰 가막골

금낭화군락은 당연히 천연보호구역적 공간으로 재검토

되어야할것이며해당지자체는보다적극적인자세로이

군락에 대한 자연문화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금낭화군락지

의 가치 증대와 대주민 홍보를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며본군락의천연보호구역적지정절차를계기로현

국내 보존 식물의 종다양성의 확대와 노거수목 위주로

편중된천연기념물지정관행을완화시킬수있는계기가

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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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value of the Dicentra spectabilis community as a nature reserve in provincial forests at San 1-2,
Daea-ri, Dongsang-myeon, Wanju-gun, Jellabuk-do, also known as Gamakgol, while defining the appropriateness of its living
environment and eventuall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to protect this area. For these reasons, we investigated

‘morphological and biological features of Dicentra spectabilis’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designing a
herbaceous nature reserve in Korea.’Furthermore, we researched and analyzed the solar, soil and vegetation condition here
through a field study in order to comprehend its nature reserve value. The result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tic result for information on the domestic wild Dicentra spectabilis community, it is evenly spread
throughout mountainous areas, and there is one particularly outstanding in size in Wanju Gamakgol. Upon the findings from
literature and the field study about its dispersion, Gamakgol has been discovered as an ideal district for Dicentra spectabilis
since it meets all the conditions this plant requires to grow vigorously, such as a quasi-high altitude and rich precipitation
during its period of active growth duration in May. 

Dicentra spectabilis grows in rocky soil ranging from 300~375m above sea level, 344.5m on average, towards the north,
northwest and dominantly in the northeast. The mean inclination degree is 19.5°. Also, upon findings from analyzing solar
conditions, the average light intensity during its growth duration, from Apr. to Aug., is 30,810lux on average and it tends to
increase, as it gets closer to the end. This plant requires around 14,000~18,000lux while growing, but once bloomed, fruits
develop regardless of the degree of brightness. The soil pH has shown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topsoil, at 5.2~6.1,
and subsoil, at 5.2~6.2. Its mean pH is 5.54 for topsoil and 5.58 for subsoil. These results are very typical for Dicentra
spectabilis to grow in, and other comparative areas also present similar conditions. Given the facts, the character of the soil
in Gamakgol has been evaluated to have high stability. 

Analysis of its vegetation environment shows a wide variation of taxa numbering from 13 to 52 depending on area. The
total number of taxa is 126 and they are a homogenous group while showing a variety of species as well. The Dicentra
spectabilis community in the Daea-ri Arboretum is an herbaceous community consisting of dominantly Dicentra spectabilis,
Cardamine leucantha, Boehmeria tricuspi and Impatiens textori while having many differential species such as Impatiens
textori, Pueraria thunbergiana, Rubus crataegifolius vs Staphylea bumalda, Securinega suffruticosa, and Actinidia polygama. It
suggests that it is a typical subcolony divided by topographic features and soil humidity.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on a comprehensive level, this area is an excellent habitat for wild Dicentra spectabilis
providing beautiful viewing enjoyment. Additionally, it is the largest wild colony of Dicentra spectabilis in Korea whose
climate, topography, soil conditions and vegetation environment can secure sustainability as a wild habitat of Dicentra
spectabilis. Therefore, We have determined that the Gamakgol community should be re-examined as natural asset owing to
its established habitat conditions and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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