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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황석산 일대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97과 295속 394종 4아종 80변종 17품종 등 총 495분류군으로

요약되었다. 분류군 구성 비율의 경우 양치식물 4.2%, 나자식물 1.2%, 쌍자엽식물 78.8%, 단자엽식물

15.8%로 나타났다. 희귀식물은 지리바꽃, 너도바람꽃, 쥐방울덩굴, 태백제비꽃 등 9분류군이었다. 한국

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참개별꽃, 진범, 은꿩의다리 등 13분류군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승마,

긴오이풀, 앉은부채, 물박달나무 등 16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은 진범, 자란초, 지

리대사초, 여우콩 등 11분류군이었다. 귀화식물은 나도닭의덩굴,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아까시나무 등 총

20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미국쑥부쟁이 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생태적 중요종

이 출현한 지역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여 핵심, 완충, 전이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며,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분포지역과 연계시켜 체계적인 지역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평가기법과 정확한 자료구축을 실시하여 핵심지역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요구된다.

주요어 : 희귀식물, 특산식물, 특정식물, 귀화식물

Abstract : The flora distributed around Mt. Hwangseok were summarized as 495 taxa including 97
families, 295 genera, 394 species, 4 subspecies, 80 varieties and 17 forms. In the component ratio of
taxa, pteridophyta was 4.2%, 1.2% of gymnospermae, 78.8% of dicotyledonae and 15.8% of
monocotyledonae. The rare plants were 9 taxa including Aconitum chiisanense, Eranthis stellata,
Aristolochia contorta, Viola albida and so forth. The Korean endemic plants were 13 taxa including Populus
tomentiglandulos, Pseudostellaria coreana, Aconitum pseudolaeve, 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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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

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 시 생태·경관핵

심보전지역, 생태·경관완충보전지역, 생태·경관

전이보전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Lee, 2011).

2014년 4월 기준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을 살펴보면, 36개 지역, 354.518km2이며, 환경부

지정 9개소(241.615km2), 해양수산부 지정 4개소

(70.373km2), 시·도지사 지정 23개소(42.53km2)

이다(http://www.me.go.kr).

이러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9년 기존에 실

시되었던 전국자연경관조사와 통합하여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로 개편되어 산림과 유인도서의 우

수 생태계, 독특한 지형·지질 지역, 수려한 자연경

관 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

정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a). 즉,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선정

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요소와 가치

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서는 구성요소에 대한 속성정보를 파악 및 획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태계 내 생물종의 위협

정도, 희귀성, 대표성, 취약성, 고유성, 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자연성,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야 하나 과학적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Park et al., 2008). 이는 보전

지역의 선정을 위해서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

으로 조사 및 분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태계

에는 많은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 중 식물상은 기후,

풍토환경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적 위치와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생태적 지표인 동시에 생태계 평

가의 중요한 대상이다(You et al., 2005; Kim and

Myung, 2008).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의 식물 및 식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운문산의

식생구조(Choi, 2012), 왕피천유역의 식생·식물상

및 소나무군락(Dae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08; Byun, 2009), 강릉시 하시동·안인

사구의 식물상(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09), 동강유역의 식물상(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08), 보령시 소황사구의

식물상(Geum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2007) 등이 수행되었으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지

정 후 기초 속성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사

전 정보 수집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거금도의 습지식

물(Kim and Kim, 1996), 동강유역의 식물상(Lee et

al., 2002), 경북 운문산의 식물상(Park et al.,

2007) 등만 수행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보

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 기초 정보를 수집, 평

가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

남도 함양군 황석산 일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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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 forth.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16 taxa including Cimicifuga heracleifolia,
Sanguisorba longifolia, Symplocarpus renifolius, Betula davurica and so forth. The plants adaptable to
climate change were 11 taxa including Aconitum pseudolaeve, Ajuga spectabilis, Carex okamotoi, Rhynchosia
volubilis and so forth. The naturalized plants were 20 taxa including Fallopia convolvulus, Rumex crispus,
Phytolacca amrericana, Robinia pseudoacacia and so forth. The invasive alien plant was Aster pilosus. The
emergence of local ecologically important species, set the correct range for the core and buffer zone,
transition zone, coded will be necessary, the distribution of the specialty plant areas and rare plants,
an area management plan should be organized by nature. In addition, a variety of assessment
techniques and accurate data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the core area is also set to acquire.
Keywords : rare plant, endemic plant, specific plant, naturalized plant



대한 종조성, 생태적 중요종 및 그에 따른 특성을 분

석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선정과 향후 보전관리범

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황석산(1,190m), 기백산(1,331m),

금원산(1,352m), 거망산(1,245m), 월봉산(1,279m)

등 5개 주봉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황석산

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과 서하면에, 기백산은 함

양군 안의면과 마리면, 금원산은 거창군 위천면, 거

망산은 함양군 서하면, 월봉산은 함양군 서상면, 거

창군 북상면에 위치한다. 이 중 기백산은 1983년 군

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원산은 1992년 자연휴

양림이 조성되어 산림휴양기능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석산 일대의 식생현황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의 경우 신갈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졸참나

무군락, 굴참나무군락, 굴참나무-졸참나무군락, 철

쭉군락, 소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소나무

-굴참나무군락, 소나무-졸참나무군락 등 10개 군락

으로 형성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6).

식물구계는 한반도 남부아구에 포함되며, 식생의

군계는 냉온대 산지식생이고 냉온대 중부·산지형

및 냉온대 남부·저산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2000; Kim and Lee, 2006). 따라서 황석산 일대의

식생은 참나무류 및 소나무군락으로 형성된 전형적

인 산지식생이며, 다양한 교란과 간섭이 있었지만

현재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황석산 일대는

생태자연도 Ⅰ등급이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

며, 청딱다구리, 새매, 큰오색딱다구리, 담비, 쉬리,

긴몰개, 너도바람꽃 등의 931종의 야생동식물이 서

식하고 감입곡류하천이 발달하는 등 자연경관이 수

려하기 때문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a).

본 지역의 기상개황은 2012년 거창관측소 기준으

로 평균 기온 11.4℃, 평균 최고기온 17.5℃, 최고기

온 34.7℃, 평균 최저기온 5.9℃, 최저기온 -16.1℃,

총 강수량 1538.8mm, 평균 상대습도 69%, 평균 풍

속 1.8m/s, 최다풍향은 서풍으로 나타났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 조사는 2012년 5월 4일~6일, 8월 14일~16

일, 10월 19일~21일 등 춘계, 하계, 추계로 구분하여

총 3회 9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경로는 능선부,

계곡부, 사면부, 절벽, 산정 등 다양한 생육환경이 포

함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사찰 및 휴양림 등 인위적

간섭이 발생되는 지역도 포함시켜 다양한 식물상이

관찰될 수 있도록 경로를 선정하였고 식물상 조사는

조사경로 약 5m 주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

다(Figure 1). 조사경로를 세분화하면, 용추사 일주

문에서 기백산→금원산→거망산→황석산→망월산의

능선이 주경로이며, 월봉산은 금원산과 거망산 사이

의 분기점에서 경로를 선정하였다. 또한 부경로는 기

백산의 남측 계곡부, 금원산의 서남측 능선부, 금원

산과 월봉산 사이의 용추계곡 발원지, 거망산의 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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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urvey routes in this study
Source: http://egis.me.go.kr



능선부, 거망산과 황석산 사이의 동측 능선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식물의 동정은 Lee(1996), Lee(2003a, b) 및 Lee

(2006a, b)의 도감을 이용하였으며, 현지에서 동정

이 가능한 종은 직접 야장에 기입하였고 동정이 불가

능한 종은 채집 후 식물도감과 채집품간의 상호 비교

를 통해 동정하였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동

정이 불가능한 종 이외에는 채집하지 않았으며, 개

화, 결실 및 특이종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식물상 목록은 최종 동정된 식물종을 대상으로 작성

하였으며, 학명과 국명은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2007)

의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배

열순서는 Engler 체계(Melchior, 1964)에 따라 나열

하였다.

산림청 희귀식물은 Korea National Arboretum

(2008) 및 한국 특산식물은 KoreaNationalArboretum

(2005)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Kim(2000)과 Ministry of Environment

(2006)의 자료를,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은 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National Arboretum

(2010)에서 제시한 목록을 적용하였다. 귀화식물은

Park(2009) 및 Lee et al.(2011)의 자료를 사용하였

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2012b)의 문헌에 따라 분

류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현황

황석산 일대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97과 295속

394종 4아종 80변종 17품종 등 총 495분류군으로 확

인되었다. 분류단계별 식물상의 경우 양치식물은 6

과 12속 20종 1변종 등 21분류군, 나자식물은 3과 5

속 6종 등 6분류군,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80과

230속 305종 4아종 67변종 14품종 등 390분류군,

단자엽식물은 8과 48속 63종 12변종 3품종 등 78분

류군으로 나타났다(Table 1).

황석산 일대에 분포하는 분류군을 한반도에 분포하

는 관속식물 4,881분류군(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과 비교할 시 약 10.1%에 해당되며, 경상남도에

서 생육하는 953분류군(Korea National Arboretum,

2010)의 약 51.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지역과 지형특성이 유사한 운문산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비교해보면, 식물상과 면적의 경우 본 지

역은 495분류군 및 56.207km2, 운문산은 605분류군

및 26.395km2(http://www.me.go.kr)으로 운문산

이 본 지역보다 식물상은 110분류군이 많고 면적은

29.812km2가 적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증가하면

종수도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완만해지는 경

향을 보인다(Shin and Kim, 1998). 그러나 본 연구

의 경우 면적이 2배 정도가 적은 운문산이 분류군수

는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종수-면적 관계의 일반

적인 특징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수

-면적의 관점보다는 조사경로, 조사시기 및 연차별

누적 조사 등의 영향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황석산 일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단

편적인 조사가 아닌 시계열적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

료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하천, 습지, 사구, 도서 등 다

양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산지형인 황석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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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taxa distributed around Mt. Hwangseok
Class Family Genus Species Subspecies Variety Form Subtotal

Pteridophyta 6 12 20 - 1 - 21
Gymnospermae 3 5 6 - - - 6
Angiospermae
Dicotyledonae 80 230 305 4 67 14 390
Monocotyledonae 8 48 63 - 12 3 78

Total 97 295 394 4 80 17 495



대의 식물상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지리바꽃, 너도바람꽃, 쥐

방울덩굴, 태백제비꽃, 새박, 금마타리, 말나리, 나

도개감채, 범부채 등 9분류군이며, 취약종(VU)은 1

분류군, 약관심종(LC)는 7분류군, 자료부족종(DD)

은 1분류군으로 취약종이 많았다(Table 2). 황석산

일대에 분포하는 전체 495분류군 중 약 1.8%에 해당

되며, 우리나라 희귀식물 571분류군(Korea National

Arboretum, 2008)의 약 1.6%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적색목록(Red List)은 국지적, 국가적, 지구

적 수준에서 생태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전세계

적 기준이며, 주요한 변화, 쇠퇴, 지역의 손실을 평가

할 수 있는데 위급종(CR), 위기종(EN), 취약종(VU)

은 현재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여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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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ist of rare plants designated by Korea Forest Service around Mt. Hwangseok
Scientific-Korean name Habitat Life form Red List

Aconitum chiisanenseNakai 지리바꽃 Valley G DD
Eranthis stellataMax. 너도바람꽃 Valley G LC
Aristolochia contortaBunge 쥐방울덩굴 Edge H LC
Viola albida Palibin 태백제비꽃 Valley H LC
Melothrua japonicaMax. 새박 Edge Th LC
Patrinia saniculaefoliaHemsl. 금마타리 Ridge H LC
Lilium distichumNakai 말나리 Ridge G LC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Valley G LC
Belamcanda chinensis (L.) DC. 범부채 Valley G VU

Figure 2.  The distribution map of rare plants around Mt. Hwangseok



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들 범주 중 약관심종

(LC)은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은 아니며, 광범위

하고 많은 분류군이 있는 범주에 해당된다(IUCN,

2012). 그러나 약관심종도 향후 환경훼손과 교란에

의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희귀식물

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전에 관심을 가져야 부

분이다.

본 지역의 희귀식물은 사면, 계곡, 능선, 가장자리

등 다양한 지형에서 출현하였는데 이 중 말나리는 주

로 해발 1,000~1,200m 능선부에서 생육하고 있어

출현한 희귀식물 중 가장 높은 해발에서 관찰되었다.

Song(2011)의 경우 우리나라 말나리의 자생지 분석

결과, 해발 1,089~1,549m의 산지 8부 능선에서 주

로 생육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생육환경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박, 쥐방울덩굴과 같은 덩굴식물은 해발이

낮은 산림 가장자리에서만 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덩굴식물은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수가 현저

히 감수하며, 1,500m 이상은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Park, 1997)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희

귀식물에 포함되는 덩굴식물은 낮은 해발고도의 가

장자리나 개활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기법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희귀식물과 같이 위협받는 종은 생태적, 교

육적, 역사적, 미적, 휴양적 및 과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보전은 국제적 관심을 불러왔으나 지

역 경제발전과 보전 사이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된다

(Wu and Smeins, 2000; Zhou et al., 2014). 본 지

역은 생태계, 자연자원, 경관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

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선정하

기 위한 지역이며, 특히 희소성과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전

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생

태·경관보전지역 선정 후 핵심, 완충, 전이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구분 시 확인된 희귀식물의 분포지역

과 연계시켜 체계적인 지역 관리 계획 수립에 이용되

어야 할 것이다.

3. 한국특산식물

한국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참개별꽃, 진범, 은꿩

의다리, 자주꿩의다리, 노각나무, 고광나무, 갈퀴아

재비, 자란초, 오동나무, 병꽃나무, 분취, 지리대사초

등 13분류군이 확인되었다(Table 3). 황석산에서 확

인된 495분류군 중 약 2.6%이며, 우리나라 전체 특

산식물 328분류군(Korea National Arboretum,

2005)의 약 4.0%에 해당된다. 개체군 규모의 경우

은사시나무, 오동나무, 노각나무는 10m2당 1본, 고

광나무, 병꽃나무는 10m2당 2~4본, 진범, 은꿩의다

리, 자주꿩의다리, 자란초, 분취는 1m2당 1~2본, 참

개별꽃, 갈퀴아재비, 지리대사초는 1m2당 2~4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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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ist of Korean endemic plants around Mt. Hwangseok
Scientific-Korean name Habitat Life form

Populus tomentiglandulosT.B.Lee 은사시나무 Edge M
Pseudostellaria coreana (Nakai) Ohwi 참개별꽃 Valley H
Aconitum pseudolaeveNakai 진범 Valley G
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Nakai 은꿩의다리 Valley G
Thalictrum uchiyamaiNakai 자주꿩의다리 Valley G
Stewartia pseudocamelliaMaxim. 노각나무 Valley M
Philadelphus schrenkiiRupr. 고광나무 Edge N
Asperula lasianthaNakai 갈퀴아재비 Valley H
Ajuga spectabilisNakai 자란초 Slope H
Paulownia coreanaUyeki 오동나무 Edge M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꽃나무 Edge N
Saussurea seoulensisNakai 분취 Slope H
Carex okamotoi Ohwi지리대사초 Slope H



도가 불규칙하게 산재하였다.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가장자리의 경우 은사시나

무, 고광나무, 오동나무, 병꽃나무 등이, 계곡은 참

개별꽃, 진범, 은꿩의다리, 자주꿩의다리, 노각나무,

갈퀴아재비 등, 사면은 자란초, 분취, 지리대사초가

생육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계곡에 생육하는 종이 많

았다. 산지 내 계곡은 주변 사면의 유기물과 강우가

집적되는 지역이며, 다양한 수종의 식생군락이 형성

되어 있는 등 식물종이 다른 지형에 비해 풍부한 편

이다. 그러나 계곡일지라도 해발고도가 낮은 하부는

종다양성이 높은 반면,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

진다(Park et al., 1996). 따라서 특산식물을 포함한

모든 식물종이 계곡에서 풍부하다는 가정 아래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보다 해발고도, 사면방향, 경사도 등

다양한 입지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지역의 한국특산식물 중 노각나무는 내한성,

내음성, 내공해성이 강하여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높

으며, 개체군, 분포영역, 점유면적이 지속적으로 감

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원적 가치가 높아 유전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Kwon and Song, 2008). 따

라서 노각나무는 생태적으로 한국의 고유 유전형질

을 가진 한국특산식물인 동시에 관상용 자원식물이

며, 자생지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감시종이기 때문

에 황석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우

선적으로 노각나무에 대한 보전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특산식물에 기초한 지역 특산성의 정량화

는 보호지역의 대표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결과

를 제공하며, 이는 우선 보호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성을 가진다(Canadas et al., 2014). 따라서 우

선적으로 특산식물이 많이 분포하는 계곡에 대한 정

밀 조사와 이에 대한 점수화기법을 통해 핵심지역 설

정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전방안도 생

태·경관보전지역 선정의 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4.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식물분포역의 범위에 따

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며, 자연환경의 우수성

정도와 종보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Ji et al.,

2011). 본 지역에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희소성이 높은 III~V등급을 살펴보면, V등급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IV등급은 승마, 긴오이풀, 앉은

부채 등 3분류군, III등급은 물박달나무, 너도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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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list of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around Mt. Hwangseok
Scientific-Korean name Habitat Degree

Cimicifuga heracleifoliaKom. 승마 Valley
IVSanguisorba longifoliaBertol. 긴오이풀 Valley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앉은부채 Valley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Slope

III

Eranthis stellataMax. 너도바람꽃 Valley
Stewartia pseudocamelliaMaxim. 노각나무 Valley
Chrysosplenium pseudofaurieiH.Lév. 선괭이눈 Valley
Sanguisorba argutidensNakai 산오이풀 Valley
Spiraea fritschiana Schneid. 참조팝나무 Edge
Indigofera pseudotinctoriaMatsum. 낭아초 Edge
Melothrua japonicaMax. 새박 Edge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산앵도나무 Ridge
Asperula lasianthaNakai 갈퀴아재비 Slope
Brachybotrys paridiformisMaxim. ex D.Oliver 당개지치 Valley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Valley
Veratrum maackiiRegel 긴잎여로 Slope



노각나무, 선괭이눈, 산오이풀, 참조팝나무, 낭아초,

새박, 산앵도나무, 갈퀴아재비, 당개지치, 나도개감

채, 긴잎여로 등 13분류군으로 총 16분류군이었다

(Table 4).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지역 생태계 보전 전략

수립 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보

다는 중요 순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식물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희소성, 특이성뿐만 아니라 일

반성이라 생태적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구계

에 따라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 이외에 중복 또는

전 구계에서 출현하는 식물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식물상 조사에서는 희귀식물보다 우선순위

에 밀려 생태적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식물구계는 기후대, 지리적 분포, 개체군

규모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생물정

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전체 식

물분류군인 4,881분류군 중 약 22%인 1,071분류군

이 해당되므로 생태적 중요성이 높다. 또한 환경평가

및 영향평가 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불량한 지

역을 구분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이를 보전

과 개발 전략 수립에 이용한다(Kim, 2000). 따라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본 지역은 생태·경

관보전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인접

산지의 정보가 조속히 구축되어 상호 비교가 된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선정의 타당성이 객관적인 관점

에서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

본 지역에서 확인된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은 특

산식물 범위의 경우 진범, 자란초, 지리대사초 등 3

분류군, 남방계 식물은 여우콩 1분류군, 북방계 식물

은 전나무, 너도바람꽃, 야광나무, 붉은참반디, 당개

지치, 나도개감채, 앉은부채 등 7분류군이며, 총 11

분류군으로 나타났다(Table 5).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

온상승이며, 이로 인해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반면,

단풍시기는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식물의 생장

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Kim et al., 2011). 따라서 기

후변화는 식물의 생육 기작에 영향을 미쳐 분포역의

변화 및 이동, 종소멸 및 도태, 종조성 변동 등이 유

발되어 결국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황석산은 남부아구에 속하는 기후대를 가지고 있

으나 본 조사에서 확인된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 11

분류군 중 북방계 식물이 약 63.6%를 차지하고 있었

다. 이는 황석산이 기후대에 의해 남부아구에 속하지

만 대부분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의 능선으로 연

결된 산지이기 때문에 북방계 식물이 많이 출현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지역의 지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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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ist of plants adaptable to climate change around Mt. Hwangseok
Scientific-Korean name Remark

Aconitum pseudolaeveNakai 진범

EndemicAjuga spectabilisNakai 자란초

Carex okamotoi Ohwi지리대사초

Rhynchosia volubilis Lour. 여우콩 Southern
Abies holophyllaMaxim. 전나무

Northern

Eranthis stellataMax. 너도바람꽃

Malus baccataBorkh. 야광나무

Sanicula rubriflora F. Schmidt ex Maxim. 붉은참반디

Brachybotrys paridiformisMaxim. ex D.Oliver 당개지치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앉은부채



향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기후

대는 냉온대림 기후대가 감소하는 반면, 난온대림 및

아열대림 기후대는 증가하여 결국 활엽수의 북상과

침엽수의 감소가 예상된다(Shin et al., 2012).

즉, 황석산에 분포하는 너도바람꽃을 포함한 7분

류군의 북방계 식물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특산식물계인 진범, 자란초도 중

부아구에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북방계 식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은 기후변

화로 인해 소멸, 감소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지역 환경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된다.

6. 귀화식물

본 지역의 귀화식물은 나도닭의덩굴, 소리쟁이, 미

국자리공, 아까시나무, 큰달맞이꽃, 미국가막사리,

붉은서나물, 서양민들레, 호밀풀 등 총 20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미국쑥부쟁이 1분류군이 생태계

교란야생동식물에 해당되었다(Table 6). 대부분의

귀화식물은 태양광이 풍부한 산림가장자리, 등산로

초입, 농경지 등에 분포하고 있어 산림 내 생물종다

양성과 자생종 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기 지역

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귀화식물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귀화식물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14분류군, 유럽

5분류군, 유라시아 2분류군, 열대아메리카 1분류군

으로 나타났으며, 귀화도는 5등급 11분류군, 3등급 8

분류군, 2등급 1분류군이고 이입시기는 1기 10분류

군, 2기 3분류군, 3기 7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의 경우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많았는데 이들 지역과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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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list of naturalized plants around Mt. Hwangseok
Scientific-Korean name Origina Degreeb Periodc

Fallopia convolvulus (L.) A.Love 나도닭의덩굴 EA 3 1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EU 3 1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EU 5 1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EA 3 2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NA 3 3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NA 5 3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NA 5 1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EU 5 1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NA 5 1
Oenothera erythrosepaplaBorbás 큰달맞이꽃 NA 2 2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 NA 5 3
Aster pilosusWilld. 미국쑥부쟁이* NA 5 3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NA 5 3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NA 5 1
Erechtites hieracifoliaRaf. 붉은서나물 NA 3 3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NA 5 1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TA 3 3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NA 3 1
Taraxacum officinaleWeber 서양민들레 EU 5 1
Lolium perenne L. 호밀풀 EU 3 2
* Invasive alien plant
a Origin: NA(North America), EU(Europe), EA(Eurasia), TA(Tropical America)
b Degree: 1(Rare), 2(Local and not abundant), 3(Common but not abundant) 4(Local but abundant), 5(Common and abundant)
c Period: 1(1876~1921), 2(1922~1963), 3(1964~the present)



있다. 이러한 교역의 증가는 외래침입종을 새로운 환

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생

물학적 침입은 21세기의 중요한 환경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Miller et al., 2010). 특히 현대사회 및

국가의 경제가 교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귀화식물의 침입과 새로운 종의 발생은 계속 증

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귀화도가 4등급 이상이면서 이입시기가 3기인 식

물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식물로

여기에 해당되는 종은 콩다닥냉이, 미국실새삼, 미국

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등 총 4분류군으로 분석되

었다. 이 중 미국실새삼은 일년생 기생식물로 기주식

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고 번식력이 강

해 주변 식물에 급속한 피해를 주며, 특히 자생식물

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Hwang et al., 2013). 따

라서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귀화식물은 최근에 이입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만 일부 종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악

영향이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도 생

태계교란야생식물과 함께 생태적 관심종으로 지정해

서 감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 황석산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선정을 위한 식물상의 현황, 구성 및 특성을 파악함

으로서 우리나라의 산림생태계와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황석산 일대의 식물상은 97과 295속 394종 4아종

80변종 17품종 등 총 495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21

분류군, 나자식물은 6분류군,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

물은 390분류군, 단자엽식물은 78분류군으로 나타

났다. 희귀식물은 지리바꽃, 너도바람꽃, 쥐방울덩

굴, 태백제비꽃, 새박, 금마타리, 말나리, 나도개감

채, 범부채 등 9분류군이며, 취약종(VU)은 1분류군,

약관심종(LC)는 7분류군, 자료부족종(DD)은 1분류

군이었다. 희귀식물은 생태적, 자원적 가치와 함께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선정 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국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참개별꽃, 진범, 은

꿩의다리, 자주꿩의다리, 노각나무, 고광나무, 갈퀴

아재비, 자란초, 오동나무, 병꽃나무, 분취, 지리대

사초 등 13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노각나무는

생태적으로 한국의 고유 유전형질을 가진 한국특산

식물로서 자생지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감시종이기

때문에 황석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면 우선적으로 노각나무에 대한 보전범위가 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경우 총 16분류군으로,

V등급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IV등급은 3분류군, III

등급은 13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는 기후대,

지리적 분포, 개체군 규모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표

현하는 하나의 생물정보이기 때문에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유용한 정

보라고 생각된다.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은 총 11분류군으로, 특산

식물에 해당되는 진범, 자란초, 지리대사초 등 3분류

군, 남방계 식물은 여우콩 1분류군, 북방계 식물은 전

나무, 너도바람꽃, 야광나무, 붉은참반디, 당개지치,

나도개감채, 앉은부채 등 7분류군이었다. 기후변화

적응 대상식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소멸, 감소될 가능

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태계

평가 시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귀화식물은 나도닭의덩굴,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서양민들레, 호밀풀 등 총 20분류군이며, 생태계교

란야생식물은 미국쑥부쟁이 1분류군으로 확인되었

다. 귀화도가 4등급 이상이면서 이입시기가 3기인 식

물은 콩다닥냉이, 미국실새삼, 미국쑥부쟁이, 미국가

막사리 등 4분류군이며, 전국적으로 확산이 우려되

는 종이기 때문에 산림 내 생물종다양성과 자생종 군

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화식물에 대한 정밀 모니

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지형적 특성만을 고려한 식물

상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환경정보에 입각한 자료

를 구축하지 않은 것과 함께 공간정보와 식물상 속성

을 연계시킨 용도지역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

라서 향후 황석산을 중심으로 주변 산지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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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상 조사와 함께 경사, 방위, 토양 등의 환경정보

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자료 구축과 이를 통한 보전 및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정보 내

식물상 속성과 우선 순위, 가중치 등의 수량정보를 연

계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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