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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임학회지(1962년의 1권부터 2013년 102권 4호)에 게재된 산림특용자원식물 논문에서 대상식물을 식·음

용식물, 약용식물, 사료식물, 조경식물, 섬유식물, 산업용 식물, 밀원식물, 바이오에너지/환경정화 식물, 염료/도료 및

희귀·멸종위기·특산식물로 분류하고, 그 연구내용에 따라 입지환경, 생태, 생리, 번식, 조림(무육과 재배 포함), 유

전·육종, 분류(또는 식별), 병·충해와 방제, 동물피해와 방제, 성분분석과 추출물, 식생 또는 자생지 정보, 생물공

학, 경영과 경제, 휴양 및 산림치유 및 총설로 구분하였다. 총 2,433편의 논문 중에서 특용자원식물 관련 논문은 611

편으로 25.1%를 나타내었다. 연구내용에서 보면, 조림분야의 논문이 1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

로는 생리, 번식, 분류 및 유전·육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식·음용으로 이용된 식

물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용, 바이오에너지/환경정화, 조경, 약용과 희귀·멸종위기·특

산식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재된 식물 중 연구빈도가 가장 높은 식물은 포플러류(62편)였으며, 밤나무, 잣나무,

아까시나무, 은행나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분야, 내용 및 대상식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산림 내

생물자원에 대한 자원적 가치 인식 제고, 2) 산림과학분야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산,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연구, 3)

식물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타 과학 및 산업 분야의 흐름에 부응 및 4) 전통 식물 발굴 등이 산림특용자원식

물 분야의 연구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from Volume 1 (1962) to Volume 102

(2013), were investigated for the research trend analysis about forest plants for special purposes, i.e., edible

plants, medicinal plants, feed resources, landscape plants, fiber plants, industrial usage, bee plants, bioenergy/

phytoremediation uses, dye materials, and rare/endangered/endemic plants. These research articles were classified

again based on the contents of research into following categories - habitat environment, ecology, physiology,

propagation, silviculture (including planting and tending), genetics and breeding, identification, pest and disease

control, animal-related research, components analysis and extracts, vegetation survey, biotechnology, management,

recreation and forest healing, and research review. Among the total 2,433 articles published, 611 (25.1%) were

related to plants for special usage or purposes. The highest frequency (14.9%) in publications was found in the

field of silviculture followed by physiology, propagation, identification, and genetics and breeding, respectively.

On the bases of usage, edible plants showed higher frequency (26.5%) than others, followed by industrial

purpose, bioenergy/phytoremediation usage, landscape plants, medicinal plants, and rare/endangered/endemic

plants. Populus plant species was the most popular in research, showing 62 articles; and Castanea crenata 36;

Pinus koraiensis 35; Robinia pseudoacacia 20; Ginko biloba 17, etc.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the

following points are suggested: 1) improved evaluation of forest plants as non-wood resources, 2) expanding

research topics on the basis of produ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on-wood forest resourc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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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database of forest plant information and encouragement needed to strengthen cooperative

researches satisfying the needs of other industrial and scientific areas, and 4) encouraging to promote traditional

knowledge based research on forest plants.

Keywords: forest plants research, non timber forest plants, NTFP, NWFP

서 론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에서 채택된 이후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이용

에 관한 권리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협

약 이전에는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원으로 인식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

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Lee et al., 2012), 이제는 각 국가

가 보유한 생물을 에너지나 식량자원처럼 자원으로서 인

식하고 가치를 인정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

다. 특히 식물자원으로부터 천연물 추출 및 가공을 통하

여 얻어진 제품들은 식품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각광을 받으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광물이나 화석연료처럼 생물도 자원으

로 새롭게 인식됨으로써 보전 및 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현재 식·의약품 등 시장에서의 수

요가 있는 식물이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시장의 변화에 의

한 새로운 식물종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식

물유전자원을 현지내 보존(in situ conservation)과 현지외

보존(ex situ conservation)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요구와 소실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식물원과 수목원에 보존하는 방법과 채종원

의 조성 등은 현지외 보존으로 적극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립공원내의 멸종위기 식물의 자생지 보전

조처 등은 현지내 보전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 활동에 앞서 우리가 보유한 식물

자원에 대하여 분포, 번식, 유전 등 보전을 위한 정확한 과

학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또

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명기된 각 국가의 의무이다. 자생식

물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외래종일지

라도 국내에서 토착되어 오랫동안 생육해 온 귀화식물도

포함시킬 것이 권고되고 있다(Yi et al., 2003). 국가표준식

물목록에는 2015년 기준 양치식물, 겉씨식물과 속씨식물

에서 자생식물로 179과 917속 4,172종, 재배식물로 224과

1,432속 9,938종과 귀화식물이 40과 175속 321종이 등록

되어 있다(Table 1). 재배식물은 자생식물에 비하여 많은

분류군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외래종은 양치식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생식물에 대하여는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은 한국 특

산식물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찾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식물자원의 이용에서 대

두되고 있는 주제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에 대하

여 후디아(Hoodia gordionii), 아로그아파차(Tricopus

zeilanicus), 님나무(Azadirachta indica), 심황(Curcuma

longa), 카바(Piper methysticum) 등의 사례 보고에서 지적

된 바와 같이(Lee et al., 2011),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

키고 생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식물에 대한

연구에 각 학문분야 및 산업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

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식물자원

에 대한 인식변화와 학문과 산업분야에서도 산림식물에

대한 연구와 이용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목재의 생산과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산림과학과

달리 비목재적 임산물(non-timber forest plants, NTFP)에 대

한 다양한 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

여, 한국임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대상 산림식물과 내용

을 검토하여 비교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와 산업에 기본

적이며 총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임학회지

는 1962년 1권이 발간되었으며 2013년까지 102권 4호가

발간되었다. 

Table 1. Indigenous, cultivated and exotic plants in Korea.

Classification
Indigenous plant Cultivar Exotic variety Total

speciesFamily Genus Species Family Genus Species Family Genus Species

Pteridophyta 26 67 337 16 36 170 1 1 1 655

Gymnosperm 4 11 50 9 43 644 0 0 0 761

Angiosperm 149 839 3,785 199 1,353 9,124 39 174 320 15,982

Total 179 917 4,172 224 1,432 9,938 40 175 321 17,398



산림과학분야의 산림특용자원식물의 연구 −한국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 339

재료 및 방법

1. 검토 범위

(사)한국임학회 홈페이지 DB에서 제공되는 한국임학회

지 게재 권(호) 검색에서 논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검

토하였다. 포함된 논문은 1권(1962년)부터 102권 4호(2013

년)까지이며, 학술대회 발표자료, 특별강연, 박사학위논문

요지, 특별기고, 보고자료, 단행본의 연구보고와 논설 등

은 자료의 분석과 이해에 애로점이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

에 의하여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또한,

본 특용식물 총설은 조사와 분석의 초기단계로서 한국임

학회지에 게재된 정규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

적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식물의 이용 목적 및 용도는 연구목적에 명시한 것

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용도가 다양하거나 연구목적이 분

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문헌을 참고하여 대표적인

용도로 분류하였다(Lee, 1982; Cho, 1989; Yuk, 1989;

Kim et al., 1991; Korea Forest Service, 2013).

2. 게재 논문의 분류 

연구분야별로는 1) 입지환경(habitat environment survey),

2) 생태(ecology), 3) 생리(physiology), 4) 번식(propagation),

5) 조림(무육과 재배 포함)(silviculture and tending), 6) 유

전·육종(genetics and breeding), 7) 분류 또는 식별

(classification), 8) 병·충해와 방제(control of diseases or

insects), 9) 동물피해와 방제(animal-related damage),

10) 성분분석과 추출물(components analysis and extracts),

11) 식생 또는 자생지 정보(vegetation analysis), 12)

생물공학(biotechnology), 13) 경영과 경제(management and

economics), 14) 휴양 및 산림치유(recreation and forest

healing) 및 15) 총설(review)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용목적별로는 1) 식·음용식물(edible plants), 2) 약용

식물(medicinal plants), 3) 사료식물(feed-resource plants),

4) 조경식물(landscape plants), 5) 섬유식물(fiber plants),

6) 산업용식물(industrial plants), 7) 밀원식물(bee plants),

8) 바이오에너지/환경정화 식물(bio-energy and phytoreme-

diation plants), 9) 염료와 도료(dye plants) 및 10) 희귀·

멸종위기·특산식물(rare and endangered plants) 등으로

구분하였다. 

식생정보를 제공하는 논문 중에 특정 지역의 식물상을

보고하는 연구에는 많은 식물들이 언급되나 실제로 특용

식물과의 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직접적인 용

도 분석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외하였다. 또한 10여

종 이상의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결 과

1. 총 연구 논문

한국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권(호) 수는 1960년대에는

9권만이 발행되었지만, 1970년대부터 90년대에는 40권(호)

내외가 발간되었고 2000년대에는 60권(호)이 발간되었으

며, 논문편수는 10년마다 150편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이

었다. 발간된 논문 대비 특용자원식물에 관련된 논문 수

는 1960년대에 22.9%로 시작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

에는 각각 30% 이상이 게재되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

면서 20% 초반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Figure 1). 2000

년대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을 이용한 식용 혹은 약

용 제품들이 상품화되면서 특히 특산식물을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2010년대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용도별 연구 대상 식물

이용용도와 게재년도에 따른 식물을 분류하여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분류한 용도 중에서 식·음용으로 이용된

식물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산업

용, 바이오에너지와 환경정화, 조경, 약용과 희귀·멸종위

기·특산식물 순으로 나타났다. 

1) 식·음용 식물(edible plants)

식용으로 이용되던 식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밤나무, 감

나무, 호두나무 등 종실을 채취하여 이용하였던 임목들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죽순, 음나무,

산채류 등 새순 혹은 어린잎을 채취하여 나물로서 이용될

수 있는 식물도 포함되며, 최근에는 고로쇠수액 등 음용이

가능한 수액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다래와 양다래의 교잡

Figure 1. Number of articles on plants for special use and

purpose by publication year. *(number of articles/total number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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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등 품종 개량을 위하여 육종된 수종도 포함될 수 있다.

본 분류에 포함된 식물은 밤나무, 기오앵도과, 소나무

(송류 화분), 감나무, 잣나무, 고로쇠나무, 사과나무, 매화

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 변종, 황금포도나무,

개암나무, 아몬드, 대추나무, 차나무, 무환자나무, 호두나

무, 카파시안 호두나무, 캐나다딱총(황금포도나무, Sambucus

canadensis L.), 맹종죽, 초피나무, 두릅나무, 음나무, 복분자

딸기, 인삼, 더덕, 다래, 양다래, 잡종키위(다래×양다래), 곰

취, 마가목, 붉가시나무, 떡속소리속나무, 산딸나무, 흑오미

자, 산마늘, 가래나무, 산돌배, 곰취, 곤달비, 우산고로쇠, 한

대리곰취, 참나물, 나도승마와 정금나무 등 총 46종 이었다.

잣나무와 같이 목재생산과 잣 생산 등의 목적이 상이한

연구수종의 관하여는, 잣과 같은 비목재임산물 생산을 직

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잣

생산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논문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 약용식물(medicinal plants)

산림에서 약용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식물로는 산양

삼을 들 수 있는데 식물 자체로서 생식뿐만 아니라 식물

에서 추출한 천연물 원료를 활용한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

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천연물로부터 원료를 얻

고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식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분류군에 포함된 식물은 두충나무, 가시오갈피, 헛개

나무, 개비자나무, 섬오갈피, 느릅나무, 구기자나무, 당느

릅나무, 산양삼, 굴피나무, 옻나무, 사리풀, 섬오갈피나무,

서울오갈피, 인동덩굴, 꼬리겨우살이, 헛개나무, 백하수오,

구기자나무, 겨우살이 등 20종이었다.

식·음용식물에 포함된 음나무, 맹종죽, 흑오미자 등은

약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나 발표된 논문에서 식용으로

서의 용도가 더 강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식·음용 식물로

분류하였듯이, 용도를 실제로 사용되는 각 분야에 복수로

분류한다면 각 분류군의 대상 종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3) 사료식물(feed resource)

아까시나무, 뽕나무 등 콩과식물이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나, 본 조사에서는 아까시나무가 산업용으로 분류되면

서 사료식물은 찾을 수 없었다.

4) 조경식물(landscape plants)

주거와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로수, 공

원 및 도시림 등에 식재되는 조경식물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새로운 식물 발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나무와 개나리와 같이 대표적으로 도로변에 식재되

는 가로수, 호랑가시나무와 같이 생울타리용으로 식재되

는 관목류, 노랑붓꽃과 모란 등의 화초류와 단풍나무류와

같이 도시림에서 경관적인 요소로 식재되는 수종 등을 포

함하였다. 비탈지 녹화에 이용되는 수종은 사방사업수종

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 분류군에서 제

외하여 산업용에 포함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에 포함된 식물은 개나리, 은행나무, 동

백나무, 향나무, 수원사시나무, 주목, 모란, 태산목, 일본잎

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수수꽃다리, 무궁화, 섬회양목, 자

주무궁화, 단심무궁화, 아왜나무, 서향나무, 양버즘나무,

호랑가시나무속, 병꽃나무속, 동백나무, 잣나무, 쥐똥나무,

사철나무, 왕쥐똥나무, 회양목, 튜립나무, 소나무, 왕벚나

무, 벚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수국, 미루나무,

상수리나무, 반송, 철쭉나무, 노랑붓꽃, 금붓꽃, 졸골담초,

Figure 2. Classification of non-timber forest plants for their special use based on the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from 1962 to 2013. *Percent=(number of related articles for each category / number of related articles for special

usage or purpose plant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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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속, 산벚나무, 뜰단풍나무, 가침박달과와 가문비나

무 등 46종이었다.

5) 섬유식물(fiber plants)

대표적인 섬유식물로는 닥나무와 뽕나무 등을 들 수 있

으며, 본 조사에서는 닥나무만을 찾을 수 있었다.

6) 산업용식물(industrial plants)

산업용으로서 식물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

다. 목재가 기구재와 가구재 등으로 이용되는 대나무, 물

푸레나무와 싸리 등이 있을 것이며, 현재는 이용빈도가 높

지 않으나 향후 연료원으로서 이용가능성이 있는 아까시

나무와 오리나무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

출물을 이용하여 향장품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편백나

무와 느릅나무도 포함하였다. 본 분류군에 포함된 식물은

맹종죽, 가중나무, 서나무, 왕죽, 사각죽, 4배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싸리, 참싸리, 때죽나무, Punius granatum,

Aleurites fordii, 붉나무, 오동나무, 유럽너도밤나무, 벚나무,

귀룽나무, 푼지나무, 물들메나무, 가래나무, 층층나무, 느릅

나무, 사시나무, 들메나무, 물갬나무, 녹나무과, 쥐똥나무,

후박나무, 사방오리나무, 황벽나무, 탱자나무, 물푸레나무,

모과나무, 구찌뽕나무, 비자나무, 가중나무, 피나무, 양황철

나무, 자작나무, 운향과, 참나무(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

나무, 신갈나무), 화살나무, 남천나무, 차나무, 초피나무, 루

브라오리나무, 솜대, 개옻나무, 산검양옻나무, 때죽나무, 편

백나무, 땅비싸리속, 예덕나무, 사람주나무, 매발톱나무, 당

매자나무, 버즘나무, 말채나무, 고로쇠나무, 조릿대, 거제수

나무, 물박달나무, 사스래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후

박나무, 팥배나무, 왕자귀나무, 다릅나무, 생강나무, 보리밥

나무, 줄댕강나무, 가시나무와 백합나무 등 74종이었다.

7) 밀원식물(bee plants)

양봉을 위한 식물로서 이용될 수 있는 아까시나무가 본

조사에서 포함되었다.

8) 바이오에너지/환경정화 식물(bio-energy and phytore-

mediation plants)

산림식물로부터 목질계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디젤을 생

산하여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대두되는

가운데 생장이 빠르고 재배가 용이한 속성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매립장

이나 오염지 등에 식물을 식재하여 식물체가 오염원을 흡

수함과 동시에 시각적인 정화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임목

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식물들은 주로 생장이 빠

르며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포플러나 버드나무 등이 주류

를 이루며 상기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연

구가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분류군으로 하였다. 

본 분류군에 포함된 식물은 현사시나무(은수원사시나무),

포플러, 수원사시나무, 은사시나무, 사시나무, 능수버드나

무, 잡종포플러, 양버들×황철나무, 북미 사시나무, 육지꽃

버들, 은백양×수원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왕버들, 버드

나무, 수원포플러, 구아디포플러, 양황철나무, 갯버들, 신

강포플러, Salix reichardtii 등 20종이었다.

9) 염료와 도료 식물(dye plants)

염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된 식물은 옻나무와 황칠나무

Figure 3. Classification of non-timber forest plants based on research topics on related plant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from 1962 to 2013. *Percent=(number of related articles for each category / number of related articles for
special usage or purpose plant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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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종이었다.

10) 희귀·멸종위기 및 특산식물(rare and endangered

plants)

본 조사의 결과에 포함된 식물은 섬잣나무, 구상나무,

주목, 설악눈주목, 회솔나무, 모감주나무, 분비나무, 산개

나리, 전나무, 왕벚나무, 땃두릅나무, 시로미, 들쭉나무, 망

개나무, 꼬리진달래, 눈측백, 히어리, 왕제비꽃, 꼬리겨우

살이와 말오줌나무 등 20종이었다.

3. 연구 내용, 목적 및 결과 등에 의한 분류

연구 내용 및 목적에 따라 1) 입지환경, 2) 생태, 3) 생

리, 4) 번식, 5) 조림(무육과 재배 포함), 6) 유전·육종, 7)

분류(또는 식별), 8) 병·충해와 방제, 9) 동물피해와 방제,

10) 성분분석과 추출물, 11) 식생 정보, 12) 생물공학, 13)

경영·경제, 14) 휴양 및 산림치유 및 15) 총설로 구분하

였다(Figure 3). 연구분야를 분류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분

야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한 쪽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석

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으며, 또한 기준을 정하는 것

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였다. 특히, ① 생리, 번식

혹은 조림, ② 입지환경과 생태, ③ 분류와 유전 등은 가

능한 분류군 분야의 연구 및 기술을 중복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목적을 무엇으로 하

였는가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연구분야에 따라 게재된 논문을 분류하여 보았을 때, 전

체적으로 조림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는 번식(11.7%), 분류(10.6%), 유전·육종(10.2%), 생물

공학(9.8%), 생태(7.6%), 성분분석(6.3%), 병충해와 방제

(5.5%), 경영과 경제(3.9%), 식생(3.7%), 입지환경(1.4%),

동물피해(0.4%), 총설(0.4%)과 산림 휴양(0.4%) 순으로 나

타났다. 

1960년대에는 논문 편수가 적었으며, 1970년대와 1980

년대에는 번식, 조림 및 유전·육종 분야 논문이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생리, 조림, 분류, 병해충

방제 및 생물공학 분야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2000

년대에는 생태, 생리, 생물공학, 분류 및 조림 분야의 논문

이, 2010년~2013년에는 조림 및 성분분석 분야의 논문이

높은 비율로 게재되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포플러류와 현사시나무를 중심으로 임목의 생장이 빠르

고 생육이 용이한 수종의 선발과 육종기술을 이용하여

임목육종의 기반을 세우는 동시에 속성수를 바이오매

스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두드러지며, 특히 포

플러류와 버드나무류는 변이가 심한 수종이기 때문에

분류에 관한 연구도 집중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산

림식물에서 천연물을 얻어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되면

서 성분분석에 관련된 논문 게재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예로는 수액을 음용하는 고로쇠나무 수액의 성분분석

과 약용으로 쓰이는 헛개나무 과병과 뿌리 추출물의 성

분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연구가 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는 총

설을 제외하면, 동물피해와 방제, 휴양 및 산림치유, 입지

환경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산림 내에 자생하는 식물은 농

작물과는 달리 동물피해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

나 최근 산채와 산양삼과 같이 기존의 밭재배에 의존하던

작물들을 임내에 재배함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

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도 증가할 것으

Figure 4. Classification of non-timber forest plants of high frequency based on research topics on related plant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from 1962 to 2013. *Percent=(number of related articles for each category / number of related

articles for special usage or purpose plant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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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여진다. 또한 숲탐방과 자연휴양림 등에서 휴양을 하

거나 산림 치유 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게재된 논문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연구빈도가 높은 식물

게재된 식물 중 연구빈도가 높은 식물(류)은 포플러류

(62편), 밤나무(36편), 잣나무(35편), 아까시나무(20편)와

은행나무(17편)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4). 이 상위 5개

의 식물분류군의 발표논문 수는 총 170편으로 전체 게재

논문(2,433편)의 약 7.0%와 특용식물 관련 논문(611편)의

27.8%를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포플러류

는 육종에 의하여 선발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잡종포플러까지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빈도가 높게 나타난 위의 5 수종의 연구에서는 조림분

야가 24.7%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다음으로

는 생리(18.2%), 생물공학(14.7%), 유전·육종(10.6%), 경

영·경제(9.4%), 번식(8.8%) 및 병해충과 방제(8.2%)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던 포플러에서는 생물공학

분야의 논문이 20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생리, 조림 및 유전·육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플

러의 경우 육종에 의하여 선발 혹은 개량된 개체(혹은

집단)를 기내배양기술을 이용하여 대량 증식 및 유지를

시도하거나 형질전환이나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유용유전자를 도입하는 생물공학적인 방법이 다수 사

용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던 잣나무에서는

조림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밤나무에

서는 경영·경제 및 조림분야의 논문의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잣나무는 화전정리 사업시 중요한 조림수종의

하나이었기에 조림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리라 판

단된다. 밤나무는 과실을 식용으로 널리 이용하는 수종

으로 수확된 밤의 판매 등에 있어 경제성 분석이 중요

한 부분이었으며, 밤나무 단지의 관리 또한 중요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까시나무에서는 조림분야의 논문

이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대표적인 가로수의 하나인

은행나무에서는 도로의 대기오염 등에 노출되기 때문

에 생리분야의 논문이 높은 빈도로 게재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찰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분야에 대한 충

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연구가 집중된 주력 분야를

더욱 경쟁력 있게 하는 동시에 취약분야의 연구를 활성

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분석대상이 한국임학

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산림식물의 비목재적 이용에 관한 총체로 단정하기는 어

려우나 산림과학 분야 연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

지 방향을 본 조사와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산림 내 모든 생물자원의 인류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가치 인식

산림과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임목에 치중되어 있으며

초본 및 동물은 중요시되지 않는 경향이 자주 발견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동·식물은 동일한 생물자

원으로서 인식되며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인 흐름이다. 물론 산림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임목에 관

한 연구가 주된 부분이라는 것이 정설일 수도 있겠지만,

산림 내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생물자원

으로 산림과학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취나물 등

의 산채류는 예로부터 산에서 채취하여 식용으로 이용되

는 식물로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밭재배가 임내재배보

다 일반화되었지만, 임내재배는 밭재배에 비하여 자연적

인 환경에서 생육함으로서 임내재배 산채류는 고품질 무

농약 상품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음

나무, 두릅나무, 오미자 등도 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지만

밭재배가 널리 되고 있는 식물로, 산림내에서 재배하고 친

환경적으로 가공하는 기술과 과학이 확립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 총설에

서 이와 같은 산림식물은 생리, 재배 및 성분분석 분야에

서 주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극히 적은 수의 논문

(24편, 3.9%)만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

와 학문적 흐름에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산

림특용식물 연구영역이 농업을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력

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림 내에서 자생하는 야생동물은 수의학 및 축산학 등

동물분야의 연구자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산림

내 동물의 서식과 임내환경은 먹이사슬 구성에서 매우 밀

접한 관계이며, 더욱이 야생동물에 의한 산림자원 및 농

업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연구 확대 또한 매우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산림 내 서식하는 동·식물을 ‘자원’이라는 면

에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높이며 나아가 보전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2. 산림식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과 응용에 관한

연구 요구

본 조사는 이전의 보고(Yi et al., 2003)에서 포함되지 않

았던 바이오매스·환경정화와 염료·도료를 산림식물의

이용 분류항목에 추가하였고, 또한 연구분야에서 휴양·

산림치유를 추가하였다. 화석연료의 고갈로 산림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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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사회적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산

업적 이슈이다. 산림과학 분야에서도 바이오연료로 사용

하고자 산림식물에서 에탄올을 얻으려는 노력과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대량생산 연구에 대한 관심은 임업뿐만 아

니라 농업과 공업 분야에도 걸쳐 널리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실용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림과학 분야에서 바이오매스 자

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포플러류와 버드나무류 등의 단기

순환수종(short rotation coppice, SRC)의 연구를 검토하였

을 때 생리, 조림과 생물공학 분야의 논문이 높은 비율로

게재되었지만 경영·경제, 성분분석 등의 연구가 적었으

며 이러한 분야와 연계된 연구를 통하여 실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순환수종은 환경적응력

이 높고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오염지, 쓰레기 매립지 및

간척지에도 식재되고 있으므로 환경 개선분야에의 활용

에 관한 연구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Koo and Yeo,

2003). 

3. 식물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타 과학 및 산업

분야의 흐름에 부응

학문을 분야별로 독자적으로 연구함으로서 해당 학문

의 기초기반을 다질 수도 있지만, 융합학문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타 영역과 공통부분을 확대하여 나아가

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며, 만약 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

면 그 분야는 고립되거나 그 연구영역 자체가 다른 과학

분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산림식물종의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위하여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가 국

내 최초로 전산화된 국가표준식물목록은 데이터베이스모

델로서 식물목록과 함께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Lee and Kim., 2007). 또한 뒤에 기술된 전통

지식과 관련한 DB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전통지

식포탈 사이트(http://www.koreantk.com)에 전통지식과 관

련된 학술논문을 포함한 문헌을 접수시 등록하여 검색하

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내 문헌으로는 대한본초학

회지와 생약학회지 등 주요 문서가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식물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

으로서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생물자원의 DB구축을 통하여 다

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생물자원의 확보와 정보구축은 국제적 추세로, FAO는 노

르웨이에 국제종자저장고를 설립하여 약 450만점의 생물

자원정보를 저장하도록 하였다(Kim and Jun, 2012). 미국

은 국가 유전자원프로그램(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 GRIN)을 통하여 생물자원의 정보구축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Cho et al., 2011). 인접국인 일본은 국가기관

의 주도로 생물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

으며, genebank를 농업생물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Yoon et al., 2011). 이와 같은 선진국의 생물자원 DB 구

축은 향후 지적재산권과 및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시 우점

적 지위를 확보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구축된 정보는 산림과학의 전통적인 연구분

야인 조림, 번식, 유전·육종, 분류 등과 성분분석 등의 연

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 조사에서도

이용분야가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되었던 식·음용 산림

식물에 관련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전통 이용 식물의 발굴

전통지식은 희귀멸종위기 식물 혹은 동물을 포함하는

지식으로 생물학적 자생지 혹은 종의 분류, 경영, 보호와

복원을 도울 수 있다(Donovan and Puri, 2004). 전통적으

로 이용되는 식물을 정리하고 발굴하기 위한 연구는 각

지역별로 나누어 보고된 바 있다. 충청도 남부지역의 조

사를 통하여 발굴된 여로와 하수오 등을 보면 약용식물로

서 각광받고 있지만 예로부터 사용되어 온 자원식물이다

(Shin et al., 2013). 식물의 이용에 있어서 내륙지역과는 달

리 울릉도 지역에서 이용되는 수종으로부터 추출물의 항

염활성을 분석한다거나(Kim et al., 2013), 제주지역에서

사찰음식으로 이용되는 식물에 대한 연구(Song et al.,

2012) 등은 자원식물의 발굴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 주기

도 한다. 한 연구에서는 최근 특허의 78%는 예로부터 이

용되던 식물의 화학적인 특성으로부터 발견되었다고도 보

고한 것(Barsh, 2001)과 같이 자원식물의 발굴과 가치 조

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정확한 분류와 정립 및 보

존의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미취

는 거창군에서는 ‘자옥나무’이라 불리지만 진주시에서는

‘자원’이라 불리는 것처럼, 식물의 정명과 지역명을 파악

하고 분류하는 것은 식물 자원 연구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용식물을 포함한 비목재 산림 산물은 예로부터 산촌

마을에서 인근 임내에서 채취하여 소득원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동시에 식물 자원은 소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주민의 소득원과 자원 보존의 측면

에서 중국 남부지역의 마을에서는 약용식물과 버섯 등을

수집하여 재배 작물화를 위한 소득 등 경제적 측면의 연

구가 수행된 바 있다(Huber et al., 2010). 또한 페루에서

식용과 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며 지역민의 소득원

으로 이용되어 온 Aphandra natalia로 부터 섬유 자원을

추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무분별한 벌목 방법이 아닌 새로

운 방법이 요구하는 제안(Balslev et al., 2010)은 자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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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개발시에도 고려해야할 요소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자원의 보존을 염두해 두고 조사된 식물을

IUCN에서 권장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야생멸종(EW), 멸

종위기종(CR)과 위기종(EN) 등으로 분류하여 자원의 희

소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다(Jeo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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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 호에 실린 특용식물자원을 다룬 논문의 수, 대상종 및 연구내용

*호 다음의 편수는 그 호에 실린 총 논문 편수이며, 괄호 내는 그 종에 대한 연구 내용이다.

2호 15편 1) 맹종죽(조림) 2) 아까시나무(재배) 3) 한국산 죽류(재배) 4) 전라남도 죽림(생태) 5) 아까시나무(번식)

6) 입암산 산림식물(식생정보) 7) 임목종자 식별(번식)

3호 11편 1) 개나리(번식) 2) 밤나무(재배) 3) 기오앵도과 종자(식별) 4) 수목종자(번식)

4호 11편 1) 가중나무(병해충과 방제)

6호 9편 1) 한국산 죽류(재배) 2) 서-나무(병해충과 방제) 3) 송류화분(성분분석)

8호 7편 1) 왕죽, 맹종죽(재배) 2) 은행나무(번식) 3) 자원식물(분류, 식별)

9호 8편 1) 동백나무(생리) 2) 아까시나무(병해충과 방제)

10호 7편 1) 사각죽(재배) 2) 구상나무(분류)

12호 7편 1) 감나무(성분분석) 2) 섬잣나무(유전)

13호 5편 1) 향나무, 수원사시나무(생리) 2) 왕대나무(조림)

14호 4편 1) 싸리속(재배) 2) 아까시나무(유전육종)

15호 4편 1) 주목(분류 및 식별)

17호 5편 1) 아까시나무(번식)

20호 3편 1) 싸리류(번식)

21호 4편 1) 싸리류(재배) 2) 잣나무(번식)

22호 6편 1) 밤나무(번식)

23호 5편 1) 잣나무(번식) 2) 모란(생물공학) 3) 싸리류(경영경제)

25호 5편 1) 밤나무(유전육종) 2) 대나무류(분류 및 식별)

26호 9편 1) 밤나무(생리) 2) 태산목(번식) 3) 대나무(조림) 4) 아까시나무(병해충과 방제) 5) 고로쇠나무(성분분석

6) 닥나무(유전육종)

27호 3편 1) 사과나무(생리)

28호 8편 1) 주목(번식) 2) 밤나무(번식) 3) 잣나무(병해충과 방제)

29호 4편 1) 조경수목 -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수수꽃다리, 무궁화, 개나리(생리)

30호 6편 1) 섬회양목(생태) 2) 참싸리(유전육종)

31권 9편 1) 싸리속(번식) 2) 잣나무(조림) 3) 매화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 변종 (생물공학)

32권 8편 1) 자주무궁화, 단심무궁화(생리) 2) 밤나무(성분분석)

34권 7편 1) 현사시나무(생리) 2) 지리산 죽류(분류 및 식별) 3) 잣나무(유전육종)

35권 10편 1) 은수원사시나무(조림) 2)싸리류(재배)

36권 7편 1) 은수원사시나무(유전육종)

37권 7편 1) 은수원사시나무(생리) 2) 은수원사시나무(조림)

38권 7편 1) 아왜나무, 서향나무(생리) 2) 은행나무(번식) 3) 은수원사시나무(번식)

39권 5편 1)은수원사시나무(조림) 2) 대나무속(분류 및 식별)

40권 10편 1) 황금포도나무(번식) 2) 양버즘나무(조림) 3) 캐나다 딱총나무(성분분석) 4) 개암나무(번식)

41권 3편 1) 아몬드(번식)

42권 7편 1) 단풍나무류(번식) 2) 호랑가시나무(유전육종) 3) 포플러속(유전육종)

43권 11편 1) 은수원사시나무(유전육종) 2) 포플러속(분류 및 식별) 3) 아까시나무, Punius granatum, Aleurites fordii(생

물공학) 4) 무궁화속(총설)

45권 7편 1) 은수원사시나무(유전육종) 2) 수원사시나무(분류 및 식별) 3) 병꽃나무속(분류 및 식별)

46권 7편 1) 무궁화(육종)

47권 6편 1) 대나무 - sasa류(분류 및 식별) 2) 붉나무(병해충과 방제)

48권 6편 1) 감나무(생리) 2) 대추나무(병해충과 방제)

49권 4편 1) 은수원사시나무(생리) 2) 오동나무(병해충과 방제) 3) 포플러(병해충과 방제)

50권 11편 1) 밤나무(재배) 2) 구상나무(성분분석) 3) 잣나무, 은행나무(생리) 4) 잣나무(병해충과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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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권 6편 1) 은사시나무, 사시나무(분류 및 식별) 2) 잣나무(병충해와 방제)

53권 6편 1) 차나무(생리)

54권 8편 1) 유럽 너도밤나무(유전육종)

55권 8편 1) 호두나무(번식) 2) 무환자나무(분류 및 식별) 3) 조경식물(생리)

56권 6편 1) 참대림(조림)

57권 8편 1) 현사시나무(번식) 2) 구상나무(유전육종) 3) 4대공단(포항, 울산, 온산, 여천) 주변 식생(식생정보) 5) 영일사

방사업지 산림(생태)

58권 11편 1) 오동나무(생리) 2) 밤나무(재배) 3) 은수원사시나무(유전육종) 4) 포플러(병해충과 방제) 4) 잣나무(생물공학)

59권 10편 1) 잡종포플러, 현사시나무(생리) 2) 양황철나무 × 황철나무(번식) 3) 능수버드나무류(분류 및 식별)

60권 8편 1) 벚나무, 귀룽나무, 푼지나무, 물들메나무(병해충과 방제) 2) 가래나무, 층층나무, 느릅나무, 사시나무(재배)

62권 10편 1) 호랑가시나무(생태) 2) 잣나무(재배) 3) 잣나무(병해충과 방제)

63권 9편 1) 들메나무(번식)

64권 9편 1) 잡종포플러, 현사시나무(조림) 2) 북미 사시나무(유전육종) 3) 단풍나무속(분류 및 식별)

65권 13편 1) 물갬나무(생태) 2) 잣나무(번식) 3) 버드나무류(분류 및 식별)

66권 13편 1) 현사시나무(생리) 2) 현사시나무(조림) 3) Capathina 호두나무(유전육종) 4) 야생차(분류 및 식별) 5) 대추나

무(병해충과 방제) 6) 현사시나무(생물공학) 7) 육지꽃버들(분류 및 식별)

67권 6편 1) 단풍나무속(분류 및 식별) 2) 대추나무(병해충과 방제) 3) 캐나다 딱총(저자 저: elderberry 혹은 황금포도나

무, Sambucus nigra L.)(성분분석)

68권 7편 1) 왕대(유전육종)

69권 10편 1) 동백나무(분류 및 식별)

70권 15편 1) 현사시나무(생리) 2) 포플러(번식) 3) 주목(재배) 4) 맹종죽순(동물피해 및 방제) 5) 팔공산 식생(식생정보)

71권 15편 1) 향나무(분류 및 식별) 2) 현사시나무(생물공학) 3) 현사시나무(생물공학)

72권 6편 1) 녹나무과(분류)

73권 9편 1) 현사시나무(생물공학) 2) 단풍나무속(분류) 3) 잣나무(재배) 4) 밤나무(경영경제)

74권 7편 1) 이태리포플라(생물공학)

75권 8편 1) 목서류-쥐똥나무(번식) 2) 개암나무(유전육종) 3) 차나무(생물공학)

76권(1) 6편 1) 잣나무(재배) 2) 쥐똥나무(생리) 3) 조경수목 8종(생리) 4) 잣나무(생리)

76권(2) 8편 1) 은행나무(번식) 2) 북한산식생(식생정보)

76권(3) 6편 1) 남산자연공원 식생군집(생태) 2) 잣나무(재배) 3) 은행나무(생리)

76권(4) 12편 1) 녹나무과(분류 및 식별) 2) 대나무(재배) 3) 차나무(병해충과 방제) 4) 여수시 오동도(식생정보) 5) 조계

산 산림군집(생태)

77권(1) 13편 1) 남산공원 식생(식생정보) 2) 후박나무(생태) 3) 팔공산 동화사 식생(식생정보) 4) 은행나무(생리) 5) 가야

산 홍류계곡 식생군집(생태) 6) 잣나무(생리) 7) 잣나무(재배)

77권(2) 13편 1) 현사시나무(생물공학) 2) 내장산 국립공원 식생군집(생태) 3) 잣나무(재배) 4) 포플러(생물공학) 5) 사방

오리나무, 아까시나무(재배) 6) 지리산 왕대(유전)

77권(3) 10편 1) 개나리(생리) 2) 왕버들(생리) 3) 청원군 식생(병해충 방제) 4) 향나무속(분류)

77권(4) 12편 1) 대추나무(생물공학) 2)포플러류(생물공학) 3) 내장산 국립공원 식물군집, 이용행태(휴양) 4) 잣나무(재배)

78권(1) 7편 1) 버드나무류(분류 및 식별) 2) 맹종죽(성분분석) 3) 사철나무, 측백나무(휴양 및 산림치유) 4) 황벽나무, 탱

자나무, 물푸레나무, 모과나무, 구찌뽕나무(번식) 5) 비자나무(유전육종)

78권(2) 15편 1) 버드나무(분류 및 식별) 2) 버드나무(생물공학) 3) 왕쥐똥나무(병해충과 방제) 4) 잣나무(재배) 5) 호두나

무(번식)

78권(3) 8편 1) 물푸레나무, 들메나무(생리) 2) 점봉산일대 산림군집(생태) 3) 가죽나무(생리)

78권(4) 8편 1) 현사시나무(생물공학) 2) 가중나무(생물공학) 3) 대기오염지역 산림식생구조(생리)

79권(1) 7편 1) 대나무(재배) 2)포플러류(생물공학) 3) 가산일대 산림식생(식생정보) 4) 잣나무(유전육종)

79권(2) 11편 1) 피나무(생물공학) 2) 호두나무(경영경제) 3) 가산일대 산림식생(식생정보) 4) 광릉 산림구조(생태)

5) 계룡산과 덕유산 산림구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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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권(3) 13편 1) 양황철나무(생물공학) 2) 금산 산림식생(식생정보) 3) 잣나무(번식)

79권(4) 12편 1) 벚나무속(분류 및 식별) 2) 잣나무(성분분석) 3) 현사시나무(생물공학) 4) 주목(번식)

80권(1) 10편 1) 포플러류(분류 및 식별) 2) 잡종포플러(생물공학) 3) 백화산 산림식생(식생정보) 4) 조계산 산림식생(생태)

80권(2) 11편 1) 두충나무(재배) 2) 회양목(분류 및 식별)

80권(4) 11편 1) 자작나무(생물공학) 2) 아까시나무(생리)

81권(1) 6편 1) 소나무, 잣나무, 튜립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생리)

81권(2) 9편 1) 왕벚나무(생리) 2) 호두나무(병해충과 방제) 3) 현사시나무(생물공학)

81권(3) 10편 1) 왕벚나무(생리) 2) 수원포플러, 구아디포플러(생물공학) 3) 밤나무(경영경제) 4) 광릉 식생구조(생태)

5) 중왕산 산림구조(생태)

81권(4) 10편 1) 아까시나무, 산돌배나무(생리) 2) 들메나무(유전육종)

82권(1) 6편 1) 양버즘나무(분류 및 식별) 2) 대추나무(병해충과 방제) 3) 밤나무(경영경제)

82권(2) 10편 1) 옻나무(유전육종) 2) 울릉도 성인봉 원시림군락(생태)

82권(3) 9편 1) 초피나무(번식) 2) 운향과(분류 및 식별) 3) 대추나무(생물공학) 4) 조경수목 -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튜립나무, 양버즘나무(생리)

82권(4) 12편 1) 차나무(분류 및 식별) 2) 조경수목 - 튜립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생리)

83권(1) 10편 1) 포플러(유전육종) 2) 조경수목 -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튜립나무, 양버즘나무(생리)

83권(2) 15편 1) 물푸레나무속(번식) 2) 사시나무(유전육종) 3) 참나무(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및 신갈나무),

물푸레나무(생리) 4) 만덕산 식생(생태)

83권(3) 15편 1) 주목, 설악눈주목, 회솔나무(성분분석) 2) 물푸레나무(생리)

83권(4) 15편 1) 잣나무(병해충과 방제)

84권(1) 12편 1) 화살나무, 남천나무, 차나무, 초피나무(번식) 2) 아까시나무(생물공학) 3) 포플러(생물공학)

84권(2) 15편 1) 구상나무림(생태) 2) 은행나무류-은행나무, 추상은행나무(분류 및 식별) 3) 아까시나무(생물공학)

4) 옻나무과(분류 및 식별)

84권(3) 12편 1) 루브라오리나무(조림)

84권(4) 14편 1) 느티나무(생리) 2) 자작나무, 은자작나무(조림) 3) 고로쇠나무(성분분석) 4) 사철나무(생태)

85권(1) 12편 1) 구상나무(생태) 2) 루브라오리나무(조림) 3) 부산 사상공단(식생정보) 4) 어청도 식물상(식생정보)

85권(2) 19편 1) 일본산 자작나무(조림)

85권(3) 21편 1) 단풍나무속(분류 및 식별) 2) 사철나무(병해충과 방제) 3) 죽순대, 왕대, 솜대

85권(4) 12편 1) 남산, 광릉 산림 생태계(생태)

86권(1) 12편 1) 잡종 포플러(생리)

86권(2) 15편 1) 버드나무(조림) 2) 모감주나무(분류 및 식별) 3) 사시나무(생물공학) 4) 칠엽수과(분류 및 식별)

86권(3) 15편 1) 버드나무(조림) 2) 옻나무속(분류 및 식별) 3) 포플러(생물공학) 4) 수국과(분류 및 식별) 5) 분비나무,

구상나무(분류 및 식별)

86권(4) 13편 1) 산채(입지환경) 2) 황벽나무(재배) 3) 포플러(생물공학) 4) 산개나리(생물공학) 5) 운장산(생태)

6) 금오산 식생(식생정보)

87권(1) 13편 1) 포플러(생리) 2) 은행나무(조림) 3) 두릅나무(생물공학) 4) 산벚나무(유전) 5) 봉화군 청옥산 식생(식생정보)

87권(2) 21편 1) 황칠나무(재배) 2) 옻나무(성분분석) 3) 양황철나무(생물공학) 4) 느티나무, 벚나무, 아까시나무, 상수리

나무, 잣나무, 소나무, 은행나무(생리) 5) 사시나무(유전) 6) 차나무(생태) 7) 붉나무, 개옻나무, 산검양옻나무(유전)

8) 구상나무(생태)

87권(3) 20편 1) 음나무(입지환경) 2) 한라산 구상나무림(생태) 3) 층층나무(생리) 4) 구상나무(유전육종)

5) 양황철나무(생물공학) 6) 고로쇠나무(경영경제) 7) 물박달나무림(생태) 8) 잣나무(병해충과 방제)

87권(4) 17편 1) 자작나무(생리) 2) 편백나무(번식) 3) 때죽나무(재배) 4) 고로쇠나무(경영경제)

88권(1) 14편 1) 독일가문비나무(생리)

88권(2) 17편 1) 잣나무(재배) 2) 땅비싸리속(분류 및 식별) 3) 아까시나무(조림)

88권(3) 15편 1) 전나무(유전육종) 2) 인왕산 식생(식생정보) 3) 예덕나무, 사람주나무, 매발톱나무, 당매자나무(생리)

88권(4) 16편 1) 황칠나무(성분분석) 2) 구상나무(생태) 3) 버즘나무(병해충 및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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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권(1) 16편 1) 황칠나무(생태) 2) 옻나무(생리)

89권(2) 15편 1) 옻나무(재배) 2) 비자나무(유전육종) 3) 가시오갈피(성분분석) 4) 오대산 식생(식생정보) 5) 자작나무,

가래나무(생태)

89권(3) 19편 1) 버즘나무류(병해충과 방제) 2) 잣나무(재배)

89권(4) 10편 1) 고로쇠나무(생리) 2) 루브라오리나무(조림) 3) 은행나무(유전육종) 4) 왕벚나무(생물공학) 5) 광주시 무

등산 식생(식생정보)

89권(5) 17편 1) 붉가시나무(생태) 2) 층층나무, 말채나무(조림) 3) 가시오갈피(유전육종) 4) 오대산 식생(식생정보)

5) 점봉산 식생(식생정보)

90권(1) 18편 1) 미루나무(생리) 2) 이태리포플러, 자작나무(조림) 3) 잣나무(재배)

90권(2) 7편 1)은행나무(유전육종) 2) 왕벚나무(생물공학)

90권(3) 20편 1) 층층나무(입지환경) 2) 아까시나무(생태) 3) 물들메나무(분류 및 식별) 4) 계룡산 식생(식생정보) 5) 평창

식생(식생정보) 6) 점봉산 식생(식생정보)

90권(4) 20편 1) 자작나무, 박달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생리) 2) 현사시나무, 수원포플러, 양황철나무, 이태리포플러(조

림) 3) 무궁화(재배) 4) 평창군 면산 산림군락(생태)

90권(5) 8편 1) 현사시나무, 박달나무(생리)

90권(6) 15편 1)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양황철나무(조림) 2) 광양시 식생(식생정보) 3) 완도 백운봉 식생(식생정보)

91권(1) 15편 1) 현사시나무(생리) 2) 복분자 딸기(육종)

91권(2) 10편 1) 때죽나무(생리) 2) 아까시나무(재배)

91권(3) 21편 1) 현사시나무(생리) 2) 두충나무(재배) 3) 쇠물푸레분류군, 물푸레분류군(분류, 식별) 4) 아까시나무(조림)

5) 포플러, 버드나무(조림) 6) 잣나무(무육) 7) 인삼(생태) 8) 조릿대(생태)

91권(4) 16편 1) 자작나무류(생리) 2) 호두나무(번식) 3) 미루나무절 교잡종 포플러(유전육종) 4) 백합(생물공학) 5) 대전

갑하산, 우산봉 산림군락(생태) 6) 거제수나무, 물박달나무, 자작나무, 사스래나무(육종) 7) 밤나무, 잣나무(경영경제)

8) 점봉산 식생(식생정보) 9) 춘천시 가리산 식생(식생정보)

91권(5) 13편 1) 땃두릅나무(유전육종) 2) 주목(유전육종) 3) 울산시 식생(식생정보)

91권(6) 17편 1)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입지환경) 2) 후박나무(생태) 3) 음나무(유전육종) 4) 밤나무(병해충과 방제)

5) 음나무(생물공학) 6) 붉가시나무(생태) 7) 아까시나무(유전육종)

92권(1) 15편 1) 더덕(생리) 2) 반송(유전육종) 3) 층층나무(유전육종)

92권(2) 6편 -

92권(3) 16편 1) 음나무 2) 다래, 양다래, 다래 × 양다래(분류 및 식별) 3) 밤나무(병해충과 방제)

92권(4) 16편 1) 곰취(생리) 2) 밤나무(번식)

92권(5) 11편 1) 양버즘나무(조림) 2) 철쭉나무(유전육종) 3) 마가목(분류 및 식별) 4) 팥배나무(식생정보)

92권(6) 15편 1) 현사시나무(조림) 2) 복분자딸기(유전육종) 3) 왕자귀나무(생물공학) 4) 포플러(조림)

93권(1) 13편 1) 섬잣나무(생태) 2) 밤나무(분류 및 식별)

93권(3) 11편 1) 시로미(유전육종) 2) 사시나무(유전육종) 3) 헛개나무(유전육종)

93권(4) 6편 1) 아까시나무(조림) 2) 붉가시나무(조림)

93권(5) 11편 1) 은행나무(유전육종) 2) 눈잣나무(유전육종)

93권(6) 10편 1) 붉가시나무(재배)

93권(7) 9편 1) 가중나무, 튜립나무, 양버즘나무(생리) 2) 호두나무(유전육종) 3) 떡속소리속-떡갈나무모수(분류 및 식별)

94권(1) 10편 1) 갯버들(조림) 2) 밤나무(유전육종) 3) 복분자딸기(유전육종)

94권(2) 10편 1) 아까시나무(번식)

94권(3) 10편 1) 맹종죽(재배)

94권(4) 11편 1) 망개나무(생태) 2) 들쭉나무(유전육종) 3) 붉은고로쇠나무(성분분석) 4) 포플러(생물공학)

94권(6) 19편 1) 개비자나무(성분분석)

95권(1) 18편 1) 사방오리나무(생리) 2) 고로쇠나무(재배) 3) 꼬리진달래(분류 및 식별) 4) 섬오갈피나무(생물공학)

5) 고로쇠나무(경영경제) 6) 밤나무(경영경제)

95권(2) 23편 1) 헛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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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권(3) 20편 1) 복분자딸기(생리) 2) 느릅나무(번식) 3) 산딸나무(유전육종) 4) 밤나무(경영경제)

95권(4) 17편 1) 다릅나무(입지환경) 2) 눈측백나무(번식) 3) 오미자나무(성분분석) 4) 밤나무(경영경제) 5) 밤나무(경영경제)

95권(5) 18편 1) 버즘나무(성분분석) 2) 구기자나무(생물공학)

95권(6) 21편 1) 구상나무(생리) 2) 붉가시나무(재배) 3) 포플러, 버드나무(유전육종) 4) 밤나무(조림) 5) 신강포플러(조림)

96권(1) 18편 1) 구상나무(생리) 2) 밤나무(재배) 3) 생강나무(성분분석) 4) 잡종키위(양다래객慕°)(생물공학) 5) 가시오갈

피(생물공학) 6) 당느릅나무(생물공학)

96권(2) 16편 1) 아까시나무(번식) 2) 수국(유전육종)

96권(3) 17편 1) 산양삼(생리) 2) 이태리포플러, 현사시나무(생리) 3) 밤나무(병해충과 방제)

96권(4) 16편 1) 분비나무, 구상나무(분류 및 식별), 2) 굴피나무(성분분석) 3) 히어리(경영경제) 4) 호두나무(성분분석)

96권(5) 16편 1) 단풍나무속(생리) 2) 오갈피나무(성분분석) 3)다래나무(성분분석)

96권(6) 20편 1) 노랑붓꽃, 금붓꽃(생리) 2) 보리밥나무(번식) 3) 줄댕강나무(유전육종) 4) 산마늘(성분분석) 5) 밤나무(경

영경제)

97권(1) 17편 1) 밤나무(병해충과 방제) 2) 장뇌삼(생물공학)

97권(3) 19편 1) 밤나무(재배) 2) 가래나무(성분분석) 3) 가시오갈피(생물공학) 4) 밤나무(경영경제)

97권(4) 17편 1) 망개나무(유전육종) 2) 산양삼(분류 및 식별) 3) 옻나무(성분분석) 4) 산돌배나무(생물공학) 5) 밤나무(경

영경제) 6) 밤나무(경영경제)

97권(5) 10편 1) 양버즘나무(생리) 2) 잣나무(조림) 3) 단풍나무(생리)

97권(6) 17편 1) 물푸레나무(번식) 2) 분비나무, 구상나무(분류 및 식별)

98권(1) 14편 1) 산마늘, 곰취, 곤달비(생리) 2) 눈측백나무(유전육종)

98권(2) 11편 1) 산양삼(조림) 2) 졸골담초(분류 및 식별) 3) 사리풀(생물공학)

98권(3) 19편 1) 포플러(생리)

98권(4) 19편 1) 개비자나무(번식) 2) 고로쇠나무, 우산고로쇠나무(성분분석) 3) 섬오갈피나무(생물공학) 4) 밤나무(경영경제)

98권(5) 14편 1) 물들메나무(유전육종) 2) 포플러류(총설) 3) 중국삼(유전육종)

98권(6) 23편 1) 밤나무(조림) 2) 장뇌삼, 산삼(유전육종) 3) 옻나무(성분분석) 4) 서울오갈피(생물공학) 5) 포플러(조림)

99권(1) 20편 1) 산마늘, 곰취, 곤달비(생리) 2) 고로쇠나무(성분분석) 3) 곰취, 곤달비, 한 대리곰취(생리)

99권(3) 23편 1) 왕제비꽃(입지환경) 2) 비자나무림(생태) 3) Salix reichardtii(조림) 4) 호두나무, 가래나무(동물피해와 방

제) 5) 가시오갈피(생물공학) 6) 인동덩굴(재배)

99권(4) 24편 1) 고로쇠나무, 우산고로쇠나무(성분분석) 2) 시로미(생물공학) 3) 호두나무(경영경제) 4) 산돌배나무(성분

분석) 5) 꼬리겨우살이(생물공학)

99권(5) 17편 1) 진달래속(분류 및 식별) 2) 산마늘(성분분석)

99권(6) 21편 1) 산벚나무(생리) 2) 꼬리겨우살이(번식) 3) 산양삼(재배) 4) 구상나무(유전육종) 5) 헛개나무(성분분석)

6) 오미자나무(경영경제) 7) 산돌배나무(성분분석)

100권(1) 16편 1) 섬잣나무-솔송나무림(생태) 2) 다래, 교잡종다래(생리) 3) 고로쇠나무(성분분석) 4) 대전광역시 가로수-

은행나무, 양버즘나무(생리)

100권(2) 21편 1) 뜰단풍나무(번식) 2) 산돌배나무(성분분석) 3) 백하수오(생물공학) 4) 느릅나무(번식) 5) 가시오갈피(생

물공학) 6) 음나무(생물공학)

100권(3) 25편 1) 꼬리겨우살이(입지환경) 2) 밤나무(재배) 3) 산마늘(성분분석)

100권(4) 25편 1) 점봉산 참나물(입지환경) 2) 산마늘(생태) 3) 산개나리(생리) 4) 가시나무(재배) 5) 구상나무, 

분비나무(유전육종) 6) 고로쇠나무(경영경제) 7) 밤나무(재배)

101권(1) 21편 1) 단풍나무(번식) 2) 맹종죽(재배) 3) 멸종위기종 식물 목록(분류 및 식별) 4) 산양삼(성분분석) 5) 구기자

나무(경영경제)

101권(2) 20편 1) 산개나리(생리) 2) 현사시나무(생물공학)

101권(3) 23편 1) 겨우살이(생리) 2) 밤나무(재배) 3) 산양삼(성분분석) 4) 곰취(경영경제) 5) 아까시나무(조림)

101권(4) 23편 1) 망개나무(생태) 2) 밤나무(재배) 3) 가침박달나무(유전육종) 4) 밤나무(경영경제)

102권(1) 18편 1) 마가목(유전육종) 2) 밤나무(경영경제) 3) 밤나무(경영경제) 4) 대추나무(유전육종) 5) 만삼(재배)

6) 옻나무(경영경제) 7) 가침박달(유전육종) 8) 산개나리(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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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권(2) 18편 1) 버드나무류(식생) 2) 산양삼 혼입숙성 감식초(성분분석) 3) 현사시나무(생물공학) 4) 말오줌나무(번식)

5) 설악산 잣나무(유전육종)

102권(3) 19편 1) 중부 서해안 해안사구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군락(입지환경) 2) 현사시나무(생물공학) 3) 산양삼(경영경

제) 4) 서해안 해안사구식생(식생) 5) 계방산 가문비나무(생태) 6) 산개나리(생리) 7) 밤나무(경영경제) 8) 포플러류(재

배) 9) 꼬리겨우살이(생태) 10) 나도승마(입지환경)

102권(4) 19편 1) 소나무(재배) 2) 백합나무(생물공학) 3) 느릅나무(유전육종) 4) 정금나무(성분분석) 5) 향나무(생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