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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conservation plan of specific plants by surveying and analyse the individuals and 

the environment of habitats on specific plants designated by Juwangsan national park office. The specific plants were 14 
species including Berchemia berchemiaefolia, Hylotelephium ussuriense, Aristolochia manshuriensis, Lilium cernuum, 
Thalictrum coreanum, Exochorda serratifolia, Lilium distichum, Aristolochia contorta, Jeffersonia dubia, Eleutherococcus 
senticosus, Salix chaenomeloids, Eranthis stellata, Scopolia japonica, and Paeonia japonica. The habitats of specific plants 
were 40 sites including Berchemia berchemiaefolia of 11 sites, Hylotelephium ussuriense of 8 sites, Lilium cernuum and 
Thalictrum coreanum of each 3 sites, Exochorda serratifolia of 2 sites, and Lilium distichum, Aristolochia contorta, 
Jeffersonia dubia, Eleutherococcus senticosus, Salix chaenomeloids, Eranthis stellata, Scopolia japonica and Paeonia 
japonica of each 1 site. The altitude was the most in 300～400 m. In direction, NW was the most, and it showed SW in that 
order. The slope angle was the most in 0～10%, and the cliff showed in that order. In the results of species composition by 
stratum layer, Berchemia berchemiaefolia had the most, 15 species, in tree layer. In shrub and herb layer, this had the most as 
20 species and 29  species, too. The species that occupied the largest size was Salix chaenomeloids in 2,500 ㎡, and Jeffersonia 
dubia showed 1,500 ㎡ in that order. The conservation of specific plants is to accomplish the ex situ and in situ conservation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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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특정식물은 멸종위기야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

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로 구분되는 생태학적 중

요종으로 각종 인위적 간섭과 교란에 의해 멸종위기 

또는 절멸의 위협에 노출된 종이다. 따라서 특정식물

은 생태계에서 보전학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생물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은 생물종다양성 유

지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으로 멸종위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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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급 8분류군, Ⅱ급 56분류군 등 총 64분류군을 법적

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Kim 등, 2010). 희귀식

물은  분포역이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육

하여 흔히 볼 수 없는 식물로서 야생멸종(EW: extinct 
in the wild), 멸종위기종(CR: critically endangered), 
위기종(EN: endangered species), 취약종(VU: vulnerable), 
약관심종(LC: least concern), 자료부족종(DD: data 
deficient)로 구분된다(Han 등, 2012).

또한 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분포하는 독특한 

식물로 귀중한 유전자원이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전략 

및 자생식물 중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종의 자원화

를 위해 우선시 되는 식물을 말한다(Shin 등, 2011). 
이러한 특정식물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립

공원의 경우 내장산(Lee 등, 2011a), 주왕산(Lee 등, 
2011b), 태안해안(Lim 등, 2010). 북한산(Lim 등, 
2008), 월악산(Lim 등, 2005) 등이 수행되었으며, 일
반산지의 경우 경기도 수안산(Kim 등, 2012), 부산 장

산(Lee 등, 2011), 전남 천관산(Kim과 Chung, 2011), 
경기도 문수산(Kim 등, 2010), 강원도 박지산(Chung 
등, 2010), 경남 천성산(Shin과 Lee, 2009), 경북 황장

산(Paik과 Shin, 2008), 충북 것대산(Jeong 등, 2007) 
등 많은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종목

록에 대한 제시만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부 기준에 따

라 분류한 것 이외에는 특정식물에 대한 생태적 특성

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상태이다.
즉, 특정식물은 한국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

는 생태학적 중요종이기 때문에 보전전략 수립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주왕산국립공원 내에서 분

포하고 자생하는 특정식물에 대한 현황, 생육상태, 주
변 식생개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식물의 유전

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서 향후 주왕산국립공원

의 생태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주왕산은 동경 129°04'～129°14', 북위 36°19'～
36°27'사이에 위치하고 1976년 3월 30일에 우리나라

의 12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행정구역상 경상

북도 청송군과 영덕군에 속하고 면적은 107.425 ㎢이

다(Chung, 2006). 주요 산봉은 태행산, 대둔산, 먹구

등, 금은광이, 왕거암, 가메봉, 주왕산, 무장산 등이 있

고 주방천, 주산천, 괴내 등의 계곡을 따라 암돔, 암석

단애, 폭포가 조화를 이루어 경관이 수려하다(Hwang
과 Kim, 2009).

주왕산의 생태현황을 살펴보면, 기후대는 온대중

부에 위치하고 식물구계학적으로 남부아구에 속하며, 
주요 식생은 소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소나

무-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서어

나무군락, 물푸레나무군락 등이 있다. 또한 식물은 

588종, 포유류는 25종, 조류 72종, 양서류 9종, 파충류 

10종, 어류 16종, 곤충 431종으로 다양한 생물상을 보

이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Korea 
Natioanl Park Service, 2008).

2010년 기상개황의 경우 안동기상대 기준으로, 연
평균 기온은 12.2℃, 최고기온 33.9℃, 최저기온 -16.
9℃, 강수량 1,2515.5 ㎜, 평균풍속 1.7 ㎧로 나타나 내륙

성 기후를 가진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1).

2.2.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7월, 8월, 9월, 10월 및 

2011년 4월, 5월, 9월, 10월이며, 총 20회에 걸쳐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경로는 Fig. 1과 같으며, A경로는 

월외지구로서 너구마을→금은광이삼거리, B경로는 

백련암→장군봉→월미기→금은광이삼거리→제1폭
포, C경로는 대전사→제3폭포→내원마을→가메봉, 
D경로는 제2폭포→가메봉능선, E경로는 절골탐방

지원센터→절터→대문다리, F경로는 주산지주차장

→주산지→별바위이며, 다양한 식물종 확인을 위해 

계곡, 능선, 탐방로, 산정, 민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

다.
조사방법은 조사경로 상 약 5 m 내외를 대상으로 

특정식물을 탐색하였다. 조사항목은 생육현황의 경우 

자생지 면적 및 개체수, 생육지 특성은 해발고도, 방
위, 경사, 지형을 조사하였다. 주변식생은 교목층, 관
목층, 초본층을 조사하였고 위협요소는 귀화식물 출

현유무, 인위적 교란 및 간섭여부 등에 대해서 파악하

였다. 자생지 면적의 경우 특정식물의 생육지점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단독출현종은 목본의 경우 수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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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urvey routes of this study.

을, 초본의 경우 초장의 한계선을 선정하였다. 군락출

현종은 자생지 중심에서부터 가장 이격된 개체가 출

현한 지점까지 측정하여 산정하였고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여 계산하였으며, 최종 자생지 면적을 합산하

였다. 개체수 측정은 자생지 내 개체를 전수조사하였

으며, 측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2인이 각 2회씩 조사

하였다. 
생육지 특성 중 해발고도는 자생지의 중심에서 측

정하였으며, 방위는 빗물과 낙엽이 중력에 의해 지표

면에 흘러 내려간 흔적이 있는 방위를 조사하였고

(Kim과 Lee, 2006) 측정장비는 GPS기기(GARMIN, 
GPSmap60CS)를 이용하였다. 경사는 자생지 지표면

에 경사계(Suunto, PM-5/360PC)를 설치하여 측정하

였다. 특정식물이 분포하는 자생지의 지형은 계곡, 사
면, 절벽, 산정, 평지, 저수지 및 습지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저수지 및 습지는 왕버들 자생지에만 해당되어 

조사항목에 추가하였다.
자생지 주변 식생 조사는 자생지 중심을 기준으로 

방형구를 설치하였으며, 크기는 15 m×15 m(225 ㎡)
로 고정하였고 주변 지형 상 정방형으로 설치가 불가

능한 지역은 모양을 달리하였으나 기준 크기는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층위구분의 경우 3 m 이상은 교목

층, 1～3 m는 관목층, 1 m 이하는 초본층으로 구분하

여 출현종을 전수조사하였다. 이러한 자생지의 물리

적, 생물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최종 주요 식

물종에 대한 위협요소와 보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식물동정은 Lee(2003a, 2003b)의 문헌을 토대로 

동정하였으며, 식물명과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따라 작성하였다(Korean National Arboretum과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귀화식물

의 동정은 Park(2009)의 문헌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지정한 특정식물은 가시오

갈피(Eleutherococcus senticosus), 깽깽이풀(Jeffersonia 
dubia), 둥근잎꿩의비름(Hylotelephium ussuriense), 
망개나무(Berchemia berchemiaefolia), 솔나리(Lilium 
cernuum),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 가침박

달(Exochorda serratifolia), 쥐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 말나리(Lilium distichum), 왕버들(Salix 
chaenomeloids), 연잎꿩의다리(Thalictrum coreanum), 
복주머니란(Cypripedium macranthon), 백작약(Paeonia 
japonica), 난장이이끼(Crepidomanes amabile), 애기등

(Millettia japonica), 자주꽃방망이(Campanula glome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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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Korean name 2010 2011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 Maxim.) Maxim. 가시오갈피 ○ ○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 Hook.f. ex Baker & S.Moore 깽깽이풀 ○ ○

Hylotelephium ussuriense (kom.) H.Ohba 둥근잎꿩의비름 ○ ○

Berchemia berchemiaefolia (Makino) Koidz. 망개나무 ○ ○

Lilium cernuum Kom. 솔나리 ○ ○

Thalictrum coreanum H.Lév. 연잎꿩의다리 × ○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 ○

Cypripedium macranthon Sw. 복주머니란 × ×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백작약 × ○

Crepidomanes amabile (Nakai) K.Iwats. 난장이이끼 × ×
Millettia japonica (Siebold ＆Zucc.) A.Gray 애기등 × ×
Campanula glomerata var. dahurica Fisch. ex Ker Gawl. 자주꽃방망이 × ×
Gastrodia elata Blume 천마 × ×
Exochorda serratifolia S.Moore 가침박달 ○ ○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 ○

Aristoloch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 ○

Celtis choseniana Nakai 검팽나무 × ×
Eranthis stellata Maxim. 너도바람꽃 × ○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ay 말나리 ○ ○

Salix chaenomeloids Kimura 왕버들 ○ ○

Table 1. The list of specific plants in Juwangsan National Park

var. dahurica), 천마(Gastrodia elata), 검팽나무(Celtis 
choseniana),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미치광이

풀(Scopolia japonica) 등 총 20종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특정식물 확인

2010년도와 2011년도에 확인된 특정식물은 Table 
1과 같이 정리되었다. 2010년도에는 가시오갈피 등 

10종, 2011년도에는 깽깽이풀 등 14종이 조사되었으

며, 최종 14종이 확인되었고 미확인종은 복주머니란, 
난장이이끼, 애기등, 자주꽃방망이, 천마, 검팽나무 등 

6종으로 나타났다.
2008년 주왕산자연자원 조사 및 특정식물 조사에 

있어 복주머니란, 난장이이끼, 자주꽃방망이, 천마, 검
팽나무는 확인되었으나(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08; Lee 등, 2011b) 애기등은 모두 확인된 바가 없어 

특정식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애기등의 

경우 한반도 내 제주도를 제외한 경남과 전남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남방계 식물이다(Ha, 2010). 따

라서 주왕산 내에서 애기등이 특정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과거 조사 시에도 발견되지 않았고 기후적

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정 해제가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5종은 주왕산에 생육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경로, 조사시기 등이 

과거 조사와 맞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향
후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식물 분포지의 경우 망개나무 11개소, 둥근잎꿩

의비름 8개소, 등칡 5개소, 솔나리와 연잎꿩의다리가 각 

3개소, 가침박달 2개소, 말나리, 쥐방울덩굴, 깽깽이풀, 
가시오갈피, 왕버들, 너도바람꽃, 미치광이풀, 백작약이 

각 1개소로 조사되어 총 40개소가 확인되었다.

3.2. 환경특성

특정식물의 분포지에 대한 환경특성은 해발, 방위, 
경사, 지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발에 대한 특정식물

의 출현빈도를 분석한 결과, 300～400 m가 가장 많은 

30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500～600 m로 4회가 

관찰되었다(Fig. 2). 600～700 m는 각 1회로 조사되

어 출현빈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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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requency of specific plant by altitude.

주로 300～400 m에 출현한 종은 미치광이풀, 망개

나무, 둥근잎꿩의비름, 등칡, 깽깽이풀, 쥐방울덩굴 등

으로 확인되었다. 해발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가장자

리, 계곡 등이 잘 발달되어 다양한 특정식물이 출현한

다고 생각된다. 식물종 생육에 있어 해발은 식물종 및 

분포와 관련되는 환경요소로서 동일 지역에서도 해발

에 따라 식물종 구성과 식생형이 다르다(Daubenmire, 
1966; Zimmerman 등, 1999). 따라서 해발은 식물종

의 분포를 수직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발에 따른 

종분포 범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방위의 경우 동향(E)을 비롯하여 총 9개 방위로 조

사되었는데 북서향(NW)이 가장 많은 10회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이 남서향(SW)으로 8회, 동남향(ES)와 

북동향(NE)가 각 6회 순으로 분석되었다(Fig. 3). 북
서향은 가침박달, 등칡, 둥근잎꿩의비름, 연잎꿩의다

리, 솔나리 등이, 남서향은 가시오갈피, 망개나무, 말
나리, 둥근잎꿩의비름 등이 출현하였다. 전방위에서 

출현한 종은 둥근잎꿩의비름으로 나타났다. 둥근잎꿩

의비름은 다른 종과 달리 방위에 따른 식물종 분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절벽과 같은 지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정식물은 북향, 남향에 관련

된 방위에서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향과 남향은 토양수분함량이 서로 다른데 

북향이 남향보다는 수분함량이 높다(Shin 등, 2004). 
이는 북향이 수분함량이 높고 그에 따른 토양비옥도

가 남향보다는 높기 때문에 특정식물의 출현이 많았

다고 판단된다.

Fig. 3. The frequency of specific plant by direction.

특정식물이 분포하는 경사도는 Fig. 4와 같이 분석

되었다.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것은 0～10%로 16회
가 출현하였으며, 그 다음이 절벽으로 8회이고 20～
30%와 30～40%가 각 5회씩 출현하였다.

0～10%의 경사도에서 출현한 종은 등칡, 왕버들, 
가침박달, 미치광이풀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절벽에

서 출현한 종은 둥근잎꿩의비름 1종으로 나타났다. 둥
근잎꿩의비름은 경사가 급한 가파른 절벽의 바위틈

과 토양수분이 건조한 지역에서 생육한다(Jeong, 
1999). 본 연구의 경우도 절벽에서 부처손, 우단일엽 

등 건조에 강한 식물종과 함께 혼생하는 것으로 미루

어볼 때 둥근잎꿩의비름은 절벽이 최적 생육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잎꿩의다리는 30～40%의 경사도를 가진 

지역에서만 생육하고 있어 특정 환경요인을 선호하

는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정밀 환경분석이 필요할 것

이다.

Fig. 4. The frequency of specific plant by slop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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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식물의 주요 분포 지형을 살펴본 결과, 계곡에

서 16회가 가장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

면 12회, 산정 4회, 저수지와 평탄지 각 1회로 분석되

었다(Fig. 5).

Fig. 5. The frequency of specific plant by topography.

계곡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종은 망개나무로 나타

났으며, 산정은 솔나리가 많았다. 또한 저수지는 왕버

들이 확인되었는데 주산지에서만 분포하였다. 솔나리

의 경우 가야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에서도 해

발이 높은 산정에서 주로 생육하고 있어(Lim 등, 
2005; Park 등, 2005) 산정 부근이 생육 적지라고 생

각된다. 대체적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의 특정식물은 계

곡에서 많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수분과 양분이 풍부

한 환경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층위별 종구성

특정식물 분포지에 대한 층위별 종구성을 분석하

였으며, 미치광이풀(A), 너도바람꽃(B), 등칡(C), 망
개나무(D), 둥근잎꿩의비름(E), 연잎꿩의다리(F), 말
나리(G), 솔나리(H), 가침박달(I), 가시오갈피(J), 깽깽

이풀(K), 쥐방울덩굴(L), 백작약(M), 왕버들(N)을 대

상으로 하였다(Fig. 6).
교목층을 대상으로 종수를 분석한 결과(Fig. 6), 망

개나무(D)가 가장 많은 15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이 둥근잎꿩의비름(E)으로 11종이었다. 가장 적은 

종이 출현한 지역은 쥐방울덩굴(L)로서 0종이었으며, 
그 다음이 왕버들(N)로 1종 즉, 왕버들만 관찰되었다.

관목층에서 있어 망개나무(D)가 가장 많은 20종이 

출현하였으며, 등칡(C)이 18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Fig. 6. The species composition by stratum layer in specific 
plants habitats.

 
왕버들(N)이 가장 적은 1종으로 확인되었다.

초본층의 경우 망개나무가 가장 많은 29종으로 관

찰되었으며, 그 다음이 깽깽이풀(K)로 20종이었고 가

장 적은 종은 왕버들(N) 지역에서 6종이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개나무가 전 층위에

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망

개나무의 경우 주왕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망개나무의 경우 주로 계곡이나 전

석지에서 생육하고 있었는데 계곡은 수분, 토양환경

이 능선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종이 분

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망개나무 분포지

에서 출현종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장 적은 종이 출현한 것은 왕버들로서 본 지

역에서는 주산지 상류에서만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왕버들 분포지는 주산지 상류로서 하계에는 침

수되어 있다가 동계에는 갈수, 배수로 인해 육화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환경이 수시로 변화한

다. 또한 저수지의 상류이면서 습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한 종이 주왕산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종수가 빈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개체군 특성

특정식물의 개체군 특성은 Table 2와 같이 요약되

었다. 면적이 가장 넓은 종은 왕버들로서 약 2,500 ㎡
이고 그 다음이 깽깽이풀로 약 1,500 ㎡으로 나타났다.

특히 왕버들을 제외하고 깽깽이풀이 단일군락으로

는 가장 넓은 면적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개체수가 가

장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생지 보전을 위해 

정확한 위치좌표를 제시할 수 없으나 개략적인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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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Size* No.* Form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 Maxim.) Maxim. 100 ㎡ 7 Discontinuous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 Hook.f. ex Baker & S.Moore 1,500 ㎡ over 500 Continuous
Hylotelephium ussuriense (kom.) H.Ohba 176 ㎡ 85 Continuous
Berchemia berchemiaefolia (Makino) Koidz. 363 ㎡ 11 Discontinuous
Lilium cernuum Kom. 35 ㎡ 16 Continuous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30 ㎡ 12 Discontinuous
Exochorda serratifolia S.Moore 18 ㎡ 4 Discontinuous
Aristolochia contorta Bunge 30 ㎡ 10 Continuous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ay 4 ㎡ 2 Discontinuous
Salix chaenomeloids Kimura 2,500 ㎡ 20 Continuous
Thalictrum coreanum H.Lév. 51 ㎡ 47 Continuous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1 ㎡ 1 Discontinuous
Eranthis stellata Maxim. 1 ㎡ 2 Discontinuous
Scopolia japonica Maxim. 1 ㎡ 5 Discontinuous

* Size and No. add up the attribute on No. of habitat by species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plants in habitats

Specific plant Threat factor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 Maxim.) Maxim. Collecting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 Hook.f. ex Baker & S.Moore Collecting, High density
Hylotelephium ussuriense (kom.) H.Ohba Collecting, Artificial planting
Berchemia berchemiaefolia (Makino) Koidz. Around trail
Lilium cernuum Kom. Around trail, Collecting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Around trail
Exochorda serratifolia S.Moore Around trail, Fracture
Aristolochia contorta Bunge Cutting, Naturalized plant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ay -
Salix chaenomeloids Kimura The sign of decrepitude
Thalictrum coreanum H.Lév. Around trail, Collecting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Collecting
Eranthis stellata Maxim. Sliding
Scopolia japonica Maxim. Loss by the flood

Table 3. The threat factors around specific plants in habitats

지 위치는 주방천 하류부 우측사면과 주봉탐방로 초

입부 사면에서 대군락이 발견되어 학술적 가치가 상

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 종은 둥근잎꿩

의비름으로 85개체이며, 자생지 면적은 총 176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생지 면적이 작은 종은 백작

약, 너도바람꽃, 미치광이풀로 각 1 ㎡로 조사되었다.
출현 및 군락형태의 경우 연속적인 종은 깽깽이풀, 

둥근잎꿩의비름, 솔나리, 쥐방울덩굴, 왕버들, 연잎꿩

의다리로 나타났으며, 불연속적인 종은 가시오갈피, 
망개나무, 등칡, 가침박달, 말나리, 백작약, 너도바람

꽃, 미치광이풀로 확인되었다.
개체군 특성을 살펴본 결과, 깽깽이풀, 둥근잎꿩의

비름, 연잎꿩의다리가 개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향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자

생지와 개체수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3.5. 보전방안 및 제언

3.5.1. 위협요소

주왕산에서 확인된 특정식물에 대한 보전방안 수

립을 위해 주변의 위협요소를 파악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확인되었다. 가시오갈피는 비법정 탐방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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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여 탐방객들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약

초채취자들의 흔적이 발견되어 남채의 위협에 노출되

어 있다고 생각된다. 
깽깽이풀의 경우 초봄에 개화하기 때문에 주변의 

식생이 빈약하여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가지고 있어 

야생화 수집가들에 의해 남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하계 시에는 주변 식생이 고밀도로 분포

하며, 특히 다양한 초본류들이 함께 혼생하기 때문에 

자생지 내에서 세력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둥근잎꿩의비름도 탐방로 주변 절벽에 착생하고 있

어 탐방객들에게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자생지 복원

을 위해 식재된 종이 함께 혼재된 지역이 있는데 식재

종이 원종 즉, 둥근잎꿩의비름이 아닌 세덤류(Sedum 
spp.)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제거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망개나무, 솔나리 및 등칡의 경우도 탐

방로 주변에 있어 인위적 간섭이 예상되며, 특히 솔나

리는 관상가치가 높기 때문에 남채될 가능성이 상당

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침박달은 탐방로 주변에서 가지가 부러진 상태

로 생육하고 있어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생

각되며, 쥐방울덩굴은 잡초 제거작업에 의해 지상부

가 대부분 절단된 채로 조사되었고 귀화식물도 혼생

하고 있었다. 말나리는 위협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으

며, 왕버들은 노거수인 관계로 수세가 약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연잎꿩의다리와 백작약은 남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백작약은 귀한 약용식물이기 때문에 

남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너도바람꽃은 사

면 하부에 생육하여 폭우 시 토양유실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치광이풀도 계곡에 

생육하여 폭우 시 개체 유실이 예상된다.
즉, 특정식물의 위협요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탐방로 주변의 인위적 간섭, 남채, 강우에 의한 유실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5.2. 보전방안

본 연구에서 확인된 특정식물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방로 주변의 인위적 간섭과 남채를 방지하

기 위해 특정식물에 대한 현지외 보전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간섭에 의한 자생지 교란은 특정식물보

다 환경적응에 강한 초본류의 이입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세력권이 강한 초본류의 특정식물 자생지 내 침입

은 종구성, 구조, 자생지 변형을 초래하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쥐방울덩굴이 확인된 산림가장자

리에서는 간섭으로 인해 귀화식물이 상당히 많이 관

찰되었다. 이러한 귀화식물은 자생종 다양성에 위협

요소가 되며, 생태적 환경적응력이 강해 중요종의 감

소를 유발시키고 자체 군집을 끊임없이 재생하므로

(Richardson 등, 2000; Kingston과 Waldren, 2005) 특
정식물 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지외 보전을 위해서는 특정식물의 일부 

개체를 주왕산멸종위기식물원으로 이식하는 것이 종

보전 및 개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그
러나 개체수가 극히 희박한 백작약은 자생지 내에 그

대로 보전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망개나무와 왕버들과 같은 

교목성 식물은 치수의 이식과 함께 삽수를 채취하여 

무성번식을 통해 개체 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강우 등과 같은 기상요인에 대한 방안으로 특

히 미치광이풀과 너도바람꽃의 경우 매우 취약지역에

서 분포하고 있었다. 미치광이풀의 경우 일본잎갈나

무 하부에서 생육하고 있어 다양한 종이 생육하고 있

지 않았다. 이러한 식생빈약지역은 식생풍부지역보다 

침식에 취약한데 식생군락이 잘 발달된 지역은 토양

의 침식이 적고 토양보전기능을 잘 가지고 있다

(Locke 등, 2002). 따라서 식생의 자연발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본잎갈나무와 같은 인공조림지는 단계적

으로 제거하여 자연천이가 발생될 수 있는 산림환경

보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탐방객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국립공원과 더불어 자연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

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자생식물 즉, 자연산 산채 

및 약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

위적 남채는 자생종의 다양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으며, 희귀식물의 종수만 증가시킬 수 있다.
생물종다양성은 유전자, 종 그리고 생태계다양성

의 세 가지 주요 유기체를 나타낸다(Bonn과 Gaston, 
2005). 따라서 종 자체가 인간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

은 곧 생물종다양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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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식물에 대한 남채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

어 있지만 불법적으로 남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생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깽깽이풀은 대규모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

어 종보전 차원에서 반드시 자생지 조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가시오갈피는 제한적 지역에서만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특성을 정밀하게 조사 및 

분석하여 가시오갈피의 현지 복원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생지 조사는 단순한 개체군 분포역만이 

아니라 토양, 수분, 광조건 등과 함께 주변 식생종 등

도 함께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생태적 속성정보를 확

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지정한 특정식물에 

대한 자생지 환경 및 개체군을 조사 및 분석하여 특정

식물 보전전략 수립을 위해 수행하였다. 
본 지역에서 확인된 특정식물은 망개나무, 둥근잎

꿩의비름, 등칡, 솔나리, 연잎꿩의다리, 가침박달, 말
나리, 쥐방울덩굴, 깽깽이풀, 가시오갈피, 왕버들, 너
도바람꽃, 미치광이풀, 백작약 등 총 14종으로 나타났

다. 특정식물 분포지의 경우 망개나무 11개소, 둥근잎

꿩의비름 8개소, 등칡 5개소, 솔나리와 연잎꿩의다리

가 각 3개소, 가침박달 2개소, 말나리, 쥐방울덩굴, 깽
깽이풀, 가시오갈피, 왕버들, 너도바람꽃, 미치광이풀, 
백작약이 각 1개소로 조사되어 총 40개소가 확인되었

다. 환경분석 결과, 해발은 300～400 m가 가장 많았

으며, 미치광이풀, 망개나무, 둥근잎꿩의비름, 등칡, 
깽깽이풀, 쥐방울덩굴 등이 분포하였다. 방위의 경우 

북서향(NW)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남서향(SW)
으로 나타났다. 북서향은 가침박달, 등칡, 둥근잎꿩의

비름, 연잎꿩의다리, 솔나리 등이, 남서향은 가시오갈

피, 망개나무, 말나리, 둥근잎꿩의비름 등이 출현하였

다. 경사도의 경우 0～1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절벽이었다. 절벽에는 둥근잎꿩의비름만 생육하였

다. 지형의 경우 계곡이 가장 많았으며, 망개나무가 계

곡에서 생육하였다.
층위별 종구성을 살펴보면, 교목층의 경우 망개나

무가 가장 많은 15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둥근

잎꿩의비름으로 11종이었고 가장 적은 종이 출현한 

지역은 쥐방울덩굴로서 0종이었다. 관목층의 경우 망

개나무가 가장 많은 20종이 출현하였으며, 등칡이 18
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본층의 경우 망개나무가 가

장 많은 29종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다음이 깽깽이풀

로 20종이었다. 
개체군 특성 분석 결과, 면적이 가장 넓은 종은 왕

버들로서 약 2,500 ㎡이고 그 다음이 깽깽이풀로 약 

1,500 ㎡으로 나타났다. 출현 및 군락형태의 경우 연

속적인 종은 깽깽이풀, 둥근잎꿩의비름, 솔나리, 쥐방

울덩굴, 왕버들, 연잎꿩의다리로 나타났으며, 불연속

적인 종은 가시오갈피, 망개나무, 등칡, 가침박달, 말
나리, 백작약, 너도바람꽃, 미치광이풀로 확인되었다.

특정식물의 위협요소는 인위적 간섭과 남채에 의

한 것이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들의 보전

을 위해서 현지외 보전과 현지내 보전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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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photos of specific plants in Juwangsan National Park

Aristolochia manshuriensis Exochorda serratifolia Eranthis stellata Eleutherococcus senticosus

Berchemia berchemiaefolia Lilium distichum Salix chaenomeloids Hylotelephium ussuriense

Scopolia japonica Paeonia japonica Aristolochia contorta Thalictrum coreanum

Jeffersonia dubia Lilium cernu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