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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성산과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식물상과 군집분류를 통해 민간인통제선 내 산림

의 교란정도와 임분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조

사지역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98과 311속 507종 6아종 65변종 10품종 총 588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분포하는 자생식물은 92과 290속 459종 6아종 58변종 9품종 총 532종류가 확인

되었으며,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분포하는 자생식물은 94과 259속 364종 6아종 50변종 8품종 총 428종류

가 확인되었다. 한국특산식물은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21종류,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14종

류가 생육하고 있었다. 희귀식물은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26종류,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10종류가 확인되었다. 대성산과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각각 58개의 표준지에서 조사된 식생 자료를 바탕

으로 Clust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성산 지역에서는 중생혼합림, 신갈나무-당단풍나무군집, 신갈나무-물푸레나무군집

으로 총 3개의 대표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주파령 지역에서는 신갈나무-활엽수림군집, 물푸레나무-활엽수림군집, 신

갈나무군집, 참나무류군집으로 총 4개의 대표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전반적으로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군집

들이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군집보다 종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성산 지역에서는 중생혼합림의

종다양성지수가 1.5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파령 지역에서는 물푸레나무-활엽수림군집의 종다양성지수가 1.31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비무장지대와 그 인근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lora and community classification in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s

(FGRR) at Mt. Daeseng and Juparyeong to understand the degree of disturbance and the state of forest stand

development within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vascular plants dispersed throughout the study site, there were 98 families, 311 genera, 507

species, 6 subspecies, 65 varieties, and 10 forms, for a total of 588 taxa. Of these, 92 families, 290 genera, 459

species, 6 subspecies, 58 varieties, and 9 forms, for a total of 532 taxa of native plants, were determined to be

dispersed around the FGRR at Mt. Daeseng, and 94 families, 259 genera, 364 species, 6 subspecies, 50

varieties, and 8 forms, for a total of 428 taxa of native plants, were confirmed to be dispersed around the FGRR

at Juparyeong. There were 21 taxa of endemic Korean plants growing in the FGRR at Mt. Daeseng, with 14

taxa growing in the FGRR at Juparyeong. In terms of rare plants, 26 taxa were confirmed in the FGRR at Mt.

Daeseng, and 10 taxa were confirmed in the FGRR at Juparyeong. A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vegetation data taken from 58 sample plots in each FGRR. The results showed a total of three representative

community classifications from Mt. Daeseng: mixed mesophytic forest, Quercus mongolica–Acer pseudosieboldianum,

and Quercus mongolica–Fraxinus rhynchophylla communities. Four representative community classifications

were observed from Juparyeong: Quercus mongolica–broad leaved forest, Fraxinus rhynchophylla–broad leaved

forest, Quercus mongolica, and Quercus communities. On the whole, the species diversity of the communities

in Mt. Daeseng FGRR was greater than for the communities in Juparyeong FGRR. At Mt. Daeseng, the mixed

mesophytic forest had the highest species diversity index at 1.590, while at Juparyeong, the Frax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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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nchophylla–broad leaved forest had the highest species diversity index at 1.319. These study results should

serve as useful baseline data for futur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the

surrounding area.

Key words: DMZ,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s, species diversity index, flora, mt. daeseng

서 론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매우 특수한 지

역으로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휴전협정

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구역이며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 제한되는 지역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

선 남북으로 각각 2 km 내의 지역을 말하고, 민간인통제

구역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 km

에 이르는 구역으로 총면적은 약 1,528 km2(강원도

1,048 km2, 경기도 480 km2)에 이른다. 이러한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으며, 한반도의 주축을 이루는 백두

대간과는 달리 거대한 동서 생태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

우 높은 생태계의 보고로 인식되어 자연, 인문지리학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뢰지역,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군부대의 통제로 인하여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정밀

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생식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

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국익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및 자생식물의 주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

역의 산림은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으로의 지정이 확대되어 왔으며 그 역할과 활용이 기대

되고 있다.

대성산과 주파령지역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지역으

로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군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중부

를 대표하는 산림지대이며, 대성산의 남사면은 2011년

에, 북사면은 2013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희귀식물

자생지)으로 지정되었으며, 주파령은 2008년에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림의 교란이 발생한 후, 2차 산림천이 과

정을 거치면서 순차적인 산림 구성과 총생체량의 변화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산림의 발달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

는데, 수종 구성의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구성 수종이 달

라지면서 생태계속성의 변화를 유발시키며, 다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수종들이 이주 정착하는 연쇄적인 절차

가 이루어진다.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 중에서도 사시나무

류, 자작나무류, 소나무 등과 같이 천이 초기의 수종들은

비교적 많은 양의 광선을 필요로 하며, 광선을 효율적으

로 흡수하여 수목생리학적 중심기능인 광합성 작용을 생

장에 연결시켜 위로 솟구치는 상장생장에 주력하고, 가지

갈라짐이 적으며 다른 수목에 의해서 피압되는 것을 피하

기 위해 빠른 유년기 생장 전략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선

구수종들은 매년 많은 양의 가벼운 종자를 생산하여 멀리

산포하며, 가용 광선이 많은 공한지나 산림의 가장자리에

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번식전략을 가진다. 반면에 서어

나무, 까치박달,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극상 수종들은 앞

에서 열거한 속성과는 반대 현상을 보이는데, 빠른 생장

보다는 강한 내음성과 긴 수명을 바탕으로 생존과 개체

유지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하다(Kim, 1993; Lee et al.,

2011).

교란이 만들어 놓은 생장 공간에 정착한 선구 수목들이

생장하여 동령림적인 성격을 띠면서 거의 단층의 수직적

구조를 나타낸다. 그 이후 하층에 침입하는 비교적 내음

성이 강한 수종들의 정착에 의하여 군집의 수직적 구조는

다층으로 변하고 종다양성은 증가한다(Kim, 2002).

본 연구에서는 대성산과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의 식물상과 군집분류를 통해 민간인통제선 내의 산림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교란의 정도와 임분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인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607

ha)과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2,040 ha)은 행정구역

상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과 화천군 상서면에 걸쳐 있으며,

민간인통제선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위치한다(Figure 1).

대성산 지역의 남사면은 군사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휴전이후 인위적인 간섭이 지속되었으며, 북사

면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산정부와 산록하부에 출입차단

시설(철조망 등)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

제되고 있는 지역으로 비교적 자연식생에 가까는 산림을

형성하고 있다. 주파령 지역은 군작전도로와 군사시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휴전이후 산불, 군사훈련 등의 교

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민간인통제선

내의 산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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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상 및 식생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역별, 계

절별로 1회 이상씩 총 18회의 현지답사를 통해 수행되었

고, 출현하는 식물들은 표본 채취 및 현지 기입하는 방법

을 취하였으며, 양치식물 이상의 관속식물을 대상으로 조

사를 하였다. 목록에서 사용한 분류체계는 Engler의 분류

체계에 준하였으며, 학명의 표기는 Korea National

Arboretum(2007)을 참조하였다. ICUN 평가기준에 따른

희귀식물은 Korea National Arboretum(2008), 한국특산식

물은 Oh et al.(2005), 귀화식물은 Lee et al.(2011)이 제시

한 목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채집한 표본은 국립수목

원 및 북부지방산림청 민북관리센터, 강원대학교 산림환

경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표본실에 보관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군락 추출의 방법으로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Braun-Blanquet의 방법(Zurich-

Montpelier School)을 따랐다. 이 방법은 식생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식물사회학적(phytosociological)인 측면을 중점

으로 하는, 즉 식물사회의 종조성을 크게 강조하는 연구

방식이다(Braun-Blanquet, 1964).

조사지역 중에서 표준지 선정은 인간의 간섭을 비교적

받지 않고, 식생이 균일하게 발달된 지점을 선정하여 20

× 20 m의 방형구를 대성산과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 내에 각각 58개씩 설치하였다. 교목층(8 m 이상), 아교

목층(2~8 m), 관목층(0.8~2 m), 초본층(0.8 m 이하)별로

각각 구성종군의 피도와 군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식생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임분 발달유형

을 구분하기 위하여 Cluster분석을 사용하여 산림군집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자들이 폭넓게 사용하

고 있는 최소분산연결법(Minimum Variance Method)을 이

용하였다. 이 방법은 보통 워드법(Ward's Method)이라고

도 하며, 각각의 군집 분석 단계에서 군집 사이의 분산을

최소화 한다는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Orloci, 1967; Everitt,

1973; Hartigan, 1975)으로 하였기 때문에 군집분류에 따

른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Cluster분석에 사용

한 인자는 보통 출현수종의 개체수를 사용하나 이것은 산

림내에서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목본식물의 군집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중층과 하층목본의 특성까지 통합한 군집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Curtis and McIntosh(1951)에 의해 고

안된 중요치(Importance value, IV)를 층위별로 산출한 후,

산출된 중요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군집들의 종 구성의 다양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Shannon의 수식(Pielou, 1975)을 적용하여 종다양성지수

(Species diversity, H'), 균재도(Evenness, J'), 우점도

(Dominance, D')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종다양성

지수는 구성 수종의 수와 개체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식

생구성 상태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림의 안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

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Yang et al., 2001). 일반

통계처리는 Microsoft Excel 2010(Microsoft Inc., 2010)

을 이용하였고, Cluster분석은 SPSS Statistics 21.0(SPSS,

IBM)을 이용하였다.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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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관속식물상

1) 식물의 종류조성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98과 311속 507종 6

아종 65변종 10품종 총 588종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보고된 한반도에 자생

하는 관속식물 4,900여종에 약 12.0%에 해당된다. 비무장

지대에 자생하는 관속식물(Lee et al., 2013) 2,382종류에

약 24.7%, 비무장지대 중부에 자생하는 관속식물 1,234종

류에 약 47.6%에 해당한다. 이를 형태별 유연관계로 나누

어 보면 양치식물이 10과 14속 17종 3변종 총 20종류, 나

자식물이 2과 4속 5종 총 5종류, 피자식물이 86과 294속

485종 6아종 62변종 10품종 총 563종류가 출현하였다. 피

자식물 가운데 단자엽식물은 10과 47속 65종 10변종 2품

종 총 77종류, 쌍자엽식물이 76과 247속 420종 6아종 52

변종 8품종 총 486종류로 분류되었다(Table 1).

이 중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분포하는 자생

식물은 92과 290속 459종 6아종 58변종 9품종 총 532종

류가 확인되었으며,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분포

하는 자생식물은 94과 259속 364종 6아종 50변종 8품종

총 428종류가 확인되었다. 대성산 지역에서 확인된 분류

군이 주파령 지역에서 확인된 분류군보다 104종류 많게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성산 지역 북사면의 경

우 비교적 인간의 간섭이 적은 천연림지역으로 보존상태

가 양호하였으며, 대성산 지역이 주파령 지역보다 높은 해

발고에 따른 식물분포역이 폭넓게 발달하고 있어 희귀식

물 및 특이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이 출현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특산식물

한국특산식물이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만 자생하는 식

물로 한반도의 자연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해온 유일하

고도 독특한 식물을 말한다. 한국특산식물의 종수는 자생

식물 4,900여종 중 약 7.3%인 360종류에 해당하며, 한반

도의 식물상 특성과 기원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식물이다.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은 15과 21속 22

종 총 22종류가 확인되었다.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에서는 키버들, 참개별꽃, 진범, 홀아비바람꽃, 모데미

풀, 점현호색, 금강초롱꽃, 청괴불나무 등 21종류가 확인

되었으며,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노랑갈퀴,

참좁쌀풀, 참배암차즈기, 고려엉겅퀴 등 14종류가 나타나

대성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특산식물이 생육

하고 있었다(Table 2).

3) 희귀식물

희귀식물은 자생지가 제한되어 있는 식물을 말하며, 일

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자생지의 식물, 특히 개체군의

크기가 극히 작거나 감소하여 보전이 필요한 식물로 종의

Table 1. The abridged list of the plants in study area.

System/Taxa Family Genus Species Subspecies Variety Forma Total

Pteridophyta 10 14 17 - 3 - 20

Gymnospermae 2 4 5 - - - 5

Angiospermae 86 294 485 6 62 10 563

 Monocotyledons 10 47 65 - 10 2 77

 Dicotyledons 76 247 420 6 52 8 486

Total 98 311 507 6 65 10 588

Mt. Daeseng 92 290 459 6 58 9 532

Juparyeong 94 259 364 6 50 8 428

Table 2. The list of the Korea endemic plants in study area.

Scientific name Korean name D.S.z J.P.y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o o

Salix koriyanagi Kimura 키버들 o o

Pseudostellaria coreana (Nakai) Ohwi참개별꽃 o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o o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o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o o

Clematis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o o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모데미풀 o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점현호색 o  

Vicia chosenensis Ohwi 노랑갈퀴 o o

Lysimachia coreana Nakai 참좁쌀풀  o

Asperula lasiantha Nakai 갈퀴아재비 o  

Salvia chanryoenica Nakai 참배암차즈기 o o

Lonicera subsessilis Rehder 청괴불나무 o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병꽃나무 o o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 금마타리 o o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금강초롱꽃 o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o o

Cirsium setidens (Dunn) Nakai 고려엉겅퀴 o o

Saussurea seoulensis Nakai 분취 o o

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
M.N.Tamura 처녀치마 o o

Carex okamotoi Ohwi 지리대사초 o
zD.S. : Mt. Daeseng, yJ.P. : Jupa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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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분포영역, 서식지의 특이성 정도 및 지역 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희귀성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ICUN의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살펴보면 멸종

(Extinct/EX), 야생멸종(Extinct in the Wild/EW), 멸종위기

종(Critically Endangered/CR), 위기종(Endangered Speices/

EN), 취약종(Vulnerable/VU), 약관심종(Least Concemed/

LC),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DD)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희귀식물은 16과 21속 27종 1

변종 총 28종류로 확인되었다. 이는 Korea National

Arboretum(2008)이 지정한 희귀식물 571종류의 4.9%에 해

당하는 것이며, 본 조사지역에서 출현하는 588종류의 4.8%

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지역에서 분포하는 희귀식물을 등급별로 살펴

보면 멸종(EX), 야생멸종(EW), 위기종(EN)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멸종위기종(CR)인 산작약, 위기종(EN)인 만주바

람꽃, 모데미풀, 취약종(VU)인 삼지구엽초, 백작약, 금강

초롱꽃, 솔나리, 약관심종(LC)인 홀아비바람꽃, 쥐방울덩

굴, 등칡, 도깨비부채, 태백제비꽃, 금강제비꽃, 참좁쌀풀,

과남풀, 귀박쥐나물, 덩굴꽃마리, 금강애기나리, 연영초

등 19종, 자료부족종(DD)인 토현삼, 도라지모시대가 출

현하였다. 본 연구대상지에 출현하는 희귀식물 중 멸종

위기종(CR)과 위기종(EN)의 입지환경 및 분포현황은 다

음과 같다.

(1) 산작약(Paeonia obovata Maxim.)

대성산 북사면 해발 970 m, N38° 14' 06.0", E127° 32'

46.1"에서 확인하였으며, 불연속적으로 1개체가 제한적으

로 분포하고 있다. 비교적 바위가 많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었으며 신갈나무-까치박달군락 내에 병풍쌈, 곰취, 미나

리아재비, 금강제비꽃, 눈개승마 등과 함께 자생하고 있다.

(2) 만주바람꽃(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대성산 북사면 해발 675 m, N38° 14' 23.8", E127° 32'

00.5"에서 확인하였으며, 연속적으로 10~15개체가 소군락

으로 나타나 약 60개체가 발견되었다. 계곡부에 낙엽이 많

은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었으며, 신갈나무군락 내에 피나

물, 는쟁이냉이, 홀아비바람꽃, 회리바람꽃 등과 함께 자

생하고 있다. 

Table 3. The list of the Korea endemic plants in study area.

Scientific Name Korean Name Gradez D.S.y J.P.x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LC o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만주바람꽃 EN o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모데미풀 EN o  

Epimedium koreanum Nakai 삼지구엽초 VU o o

Aristoloch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LC o o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LC o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백작약 VU o o

Paeonia obovata Maxim. 산작약 CR o  

Rodgersia podophylla A.Gray 도깨비부채 LC o o

Viola albida Palib. 태백제비꽃 LC o  

Viola diamantiaca Nakai 금강제비꽃 LC o  

Lysimachia coreana Nakai 참좁쌀풀 LC  o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Hara 과남풀 LC o o

Trigonotis icumae (Maxim.) Makino 덩굴꽃마리 LC o  

Salvia chanryoenica Nakai 참배암차즈기 LC o o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LC o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토현삼 DD o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 금마타리 LC o o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도라지모시대 DD o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금강초롱꽃 VU o  

Parasenecio adenostyloides H.Koyama 게박쥐나물 LC o  

Parasenecio auriculatus (DC.) H.Koyama 귀박쥐나물 LC o  

Parasenecio firmus (Kom.) Y.L.Chen 병풍쌈 LC o  

Lilium cernuum Kom. 솔나리 VU  o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ay 말나리 LC o o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LC o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금강애기나리 LC o  

Trillium kamtschaticum Pall. ex Pursh 연영초 LC o  

zCR(Critically Endangered), EN(Endangered Species), VU(Velnerable Species), LC(Least Concern), DD(Data Deficient)
yD.S. : Mt. Daeseng, xJ.P. : Jupa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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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대성산 북사면 해발 874 m, N38° 14' 07.1", E127° 32'

16.6"에서 나타났으며, 연속적으로 30~50개체가 군락으로

분포하며, 개체군 면적은 30 × 200 m에 약 260개체가 확

인되었다. 계곡부에 신갈나무-난티나무군락 내에 홀아비

바람꽃, 미나리냉이, 는쟁이냉이, 앉은부채 등과 함께 자

생하고 있다.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총 26종류의 희귀식물

이 나타났으며, 이 중 홀아비바람꽃, 만주바람꽃, 모데미

풀, 등칡, 산작약, 태백제비꽃, 금강제비꽃, 덩굴꽃마리, 미

치광이풀, 토현삼, 도라지모시대, 금강초롱꽃, 게박쥐나물,

귀박쥐나물, 병풍쌈, 나도개감채, 금강애기나리, 연영초는

대성산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은 총 10종류의 희귀식물이 확인되었으며, 참좁쌀풀

과 솔나리는 주파령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이것은 대성

산 지역의 북사면이 천연활엽수림으로 발달하였고, 산정

에서 시작된 계곡부를 중심으로 희귀식물이 서식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주파령 지역에 비해 인위적인 교란

이 없이 잘 보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외국의 자생지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야생상태에서 여러 세대

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번식하여 토착화된 식물이다. 19세

기 개항전후 일본을 경유해서 외래문물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군에 의해 많은 귀

화식물 들이 유입되다.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귀

화식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321

종류가 보고되고 있다.

본 조사지역에 출현하는 귀화식물은 9과 20속 21종 총

21종류가 확인되어(Table 4), 비무장지대에서 보고된 귀화

식물(Lee et al., 2011) 134종류의 약 15.7%, 비무장지대

중부지역 84종류의 25.0%에 해당한다. 대성산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에서는 소리쟁이, 단풍잎돼지풀, 미국미역취

등 19종류가 확인되었고,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은 미국자리공, 지느러미엉겅퀴, 도꼬마리 등 18종류가 확

인되었다. 일반적인 산림에 나타나는 귀화식물이 10~15

종 인것에 비해 다소 많은 귀화식물이 출현하는 것은 인

접지역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군사도로 및 주둔지 주위

의 황폐 산림의 발생으로 귀화식물의 침입이 용이한 환경

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군집 분류와 수종 구성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58개 표준지에서 조사

된 식생 자료를 바탕으로 Clust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

사한 식생 구조를 갖는 표준지들이 모여서 3개의 대표적

인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Figure 2), 그 가운데 군집 A는

34개, 군집 B는 18개, 군집 C는 6개로 구분되었다.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도 58개의 표준지를

조사하여, 식생 자료를 Clust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사

한 식생 구조를 갖는 표준지들이 모여서 4개의 대표적인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Figure 3), 군집 A는 24개, 군집 B

는 14개, 군집 C는 11개, 군집 D는 9개로 구분되었다.

분류된 군집별로 수종 구성을 파악하고 명칭을 부여하

였으며, 군집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은 어떤 한 수종의 우

점률이 75% 이상이면 한 수종의 순림 군집으로, 한 수종

의 우점률이 50% 이상 75% 미만이면 한 수종의 우점림

군집으로, 2-3개 수종의 우점률의 합이 25% 이상 75% 미

만이면 2-3개 수종의 우점림 군집으로, 어느 한 수종도 우

점률이 25%가 넘지 않으면 중생혼합림(Braun, 1950;

Vankat, 1979; Barbour and Billings, 1988)으로 명명하였다.

목본층의 층위별 중요치로 산림군집을 분류하고 명칭

을 부여한 결과,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중

생혼합림, 신갈나무-당단풍나무군집, 신갈나무-물푸레나

무군집으로 나뉘어졌고,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서는 신갈나무-활엽수림군집, 물푸레나무-활엽수림군집,

신갈나무군집, 참나무류군집으로 구분되었다. 

많은 인구와 좁은 국토에 분포된 우리나라의 산림은 인

간에 의해서 다양한 규모의 교란을 받으면서 단순림의 형

태로 발달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사람들의 생활권에

서 멀리 떨어져 인위적인 교란을 덜 받은 일부 지역에서

Table 4. The list of naturalized plants in study area.

Scientific name Korean name D.S.z J.P.y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o o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o

Amaranthus blitum L. 개비름 o o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o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o o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o o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o o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o o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o o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o o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o o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o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o o

Carduus crispus L. 지느러미엉겅퀴  o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o o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o o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o o

Solidago serotina Aiton 미국미역취 o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o o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o o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o o

zD.S. : Mt. Daeseng, yJ.P. : Jupa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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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종이 다양하고 임분 구조가 복잡한 노령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산림은 극상림에 근접한다고 판단되며, 유존

군집(relict community)이라고 부른다(Yun et al., 1987).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물푸레나무, 신갈나무,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황벽나무, 까치박달 등이 우점하는

중생혼합림이 발달하여 극상림에 근접한 산림으로 판단

된다. 

일반적인 산림은 주로 벌채 및 산지 이용 등의 인위적

Figure 2. Forest communities classified by Cluster analysis in Mt. Daeseng.

Table 5. Importance values of tree species in forest communities of Mt. Daeseng area.

A B C

Scientific Name
IVz

(%)
Scientific Name

IV
(%)

Scientific Name
IV
(%)

Fraxinus rhynchophylla 20.2 Quercus mongolica 63.2 Quercus mongolica 67.4

Quercus mongolica 14.5 Acer pseudosieboldianum 12.3 Fraxinus rhynchophylla 17.9

Acer pictum subsp. Mono 11.8 Fraxinus rhynchophylla 4.2 Prunus sargentii 3.9

Cornus controversa 7.6 Betula davurica 3.1 Acer pseudosieboldianum 3.0

Acer pseudosieboldianum 7.2 Cornus controversa 3.1 Betula davurica 1.4

Morus bombycis 3.9 Pinus densiflora 2.7 Carpinus cordata 1.2

Phellodendron amurense 3.6 Tilia amurensis 2.3 Cornus controversa 1.0

Prunus sargentii 2.6 Kalopanax septemlobus 1.7 Pinus densiflora 1.0

Others 28.7 Others 7.6 Others 3.4

No. of species 46 No. of species 27 No. of species 14

Plot 34 Plot 18 Plot 6

zIV: Importa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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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란과 집중호우 및 산불 등의 자연적인 교란이 대부

분이다. 하지만 조사지역인 민간인통제선 내의 산림은 현

재까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교란이 가장

많으며, 휴전 이후 1980년대까지는 민간 및 군부대의 연

료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도남벌이 주요 교란이었다. 주

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굴

참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등이 우점하는 신갈나무-활엽수

림군집이 가장 발달하였고, 대부분의 산림에서 신갈나무

Figure 3. Forest communities classified by Cluster analysis in Juparyeong.

Table 6. Importance values of tree species in forest communities of Juparyeong area.

A B C D

Scientific Name
IVz

(%)
Scientific Name

IV
(%)

Scientific Name
IV
(%)

Scientific Name
IV
(%)

Quercus mongolica 54.9 Fraxinus rhynchophylla 30.8 Quercus mongolica 87.4 Quercus variabilis 48.4

Fraxinus rhynchophylla 7.4 Phellodendron amurense 8.4 Quercus variabilis 6.7 Quercus mongolica 39.8

Quercus variabilis 5.4 Quercus mongolica 7.7 Pinus densiflora 1.8 Pinus densiflora 4.6

Pinus densiflora 4.3 Tilia manshurica 7.2 Pinus koraiensis 1.0 Quercus dentata 2.4

Quercus dentata 4.1 Acer pictum 6.1 Acer pseudosieboldianum 0.9 Fraxinus rhynchophylla 1.8

Phellodendron amurense 3.8 Quercus dentata 5.9 Styrax obassia 0.9 Pinus koraiensis 1.5

Betula davurica 3.7 Pinus densiflora 5.2 Fraxinus rhynchophylla 0.6 Quercus aliena 1.1

Styrax obassia 3.5 Styrax obassia 3.5 Castanea crenata 0.5 Styrax obassia 0.3

Others 13.0 Others 25.3 Others 0.2 Others 0.1

No. of species 27 No. of species 37 No. of species 9 No. of species 9

Plot 24 Plot 14 Plot 11 Plot 9

zIV: Importa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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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점하는 단순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신갈나무는 우

리나라 입지에서 절대 우점 수종으로 순림을 키워낼 독특

한 능력을 가진 수종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천

이의 진행과정에서 신갈나무의 맹아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통제선 내의 산림은

대부분 2차 천이 이후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가 우점하는

산림으로 지속적인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주파

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한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다양성 지수분석

각 군집별로 상층, 중층, 하층에 출현하는 목본식물을

대상으로 Shannon and Wiener(1949)가 제안한 종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여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Table 7

에,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Table 8에 각각 나타

내었다. 종다양성지수는 구성수종의 수와 개체수를 기준

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산림의 구성 수종 상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며, 산림의 안정상태 평가에 효과적으

로 활용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의 군집들이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군집보

다 종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성산 지역에서는

중생혼합림의 종다양성지수가 1.59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신갈나무-물푸레나무군집, 신갈나무-당단풍나무군

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파령 지역에서는 물푸레나무

-활엽수림군집의 종다양성지수가 1.319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신갈나무-활엽수림군집, 참나무류군집, 신갈나무군

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ielou(1975)는 군락 내의 최대 다양도에 대한 종다양도

의 값이 근접할수록 군락의 구조는 안정적이고, 값이 멀

수록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조사지역중 대성산 지

역의 중생혼합림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주파령 지

역의 신갈나무군집이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2차 천이가 진행되면서 대성산 지역은 교란의 정도

가 적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천이가 진행되었으나, 주파

령 지역은 인위적, 자연적 교란이 지속으로 일어나고 있

어 안정적인 천이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종다양성은 산림 발달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교란이 발

생한 후, 2차 천이가 진행되면서 산림군집의 안정성과 성

숙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산림군집의 속성

과 그 천이 단계에서 종다양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산림군집의 구조적인 복잡성, 외부 교란 요인으로부터의

안정성, 그리고 산림 발달 과정상의 성숙도는 종다양성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Loucks, 1970; Bazzaz, 1979).

인위적인 교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주파령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과 보다 약한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의 구조적 특성과 산림 발달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

란을 비교적 덜 받은 대성산 지역에서는 중생혼합림이 나

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수종 구성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

며, 산림 발달의 단계가 더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성산과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의 식물상과 군집분류를 통해 민간인통제선 내의 산림의

교란의 정도와 임분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여 보전 및 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분포하는 자생식물은

92과 290속 459종 6아종 58변종 9품종 총 532종류가 확

인되었으며,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분포하는 자

생식물은 94과 259속 364종 6아종 50변종 8품종 총 428

종류가 확인되었다. 대성산 지역에서 확인된 분류군은 주

파령 지역에서 확인된 분류군보다 104종류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성산 지역 북사면의 경

우 비교적 인간의 간섭이 적은 천연림지역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대성산 지역이 주파령 지역보다 높은 해발고

에 따른 식물분포역이 폭넓게 발달하고 있어 산작약(Paeonia

obovata Maxim.), 만주바람꽃(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등 희귀식물 및 특이식물이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물푸레나무, 신갈나무,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황벽나무, 까치박달 등이 우점하는

중생혼합림이 발달하여 극상림에 근접한 산림으로 보이

며, 주파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전형적인 민간인통제

Table 7. Species diversity index of forest communities in Mt.
Daeseng.

Community H' H'max J' 1-J'

Mixed mesophytic 1.590 1.861 0.854 0.146

Quercus mongolica
- Acer pseudosieboldianum 

0.972 1.561 0.608 0.392

Quercus mongolica
- Fraxinus rhynchophylla 

0.993 1.597 0.595 0.405

Table 8. Species diversity index of forest communities in
Juparyeong.

Community H' H'max J' D'

Quercus mongolica 
 - Mixed Broad leaved 

1.138 1.588 0.704 0.296 

Fraxinus rhynchophylla 
 - Mixed Broad leaved 

1.319 1.898 0.684 0.316 

Quercus mongolica 0.434 1.097 0.387 0.613 

Quercus forest 0.868 1.069 0.85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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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내의 산림으로 대부분 2차천이 이후 신갈나무 등 참나

무류가 우점하며 지속적으로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으로 판단된다.

산림의 다양성, 안정성, 성숙성 등의 척도로 사용되는

종다양성지수, 최대종다양성지수, 균재도 등을 산출한 결

과 대성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주파령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다 산림의 구성 수종이 다양하고, 산림 군집

의 구조가 안정적이며, 산림 천이의 정도 또한 성숙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2차 천이가 진행되면서 대성산

지역은 교란의 정도가 적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천

이가 진행되어 수종의 구성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산림 발달의 단계가 더 진행된 반면, 주파령 지역은 인

위적, 자연적 교란이 지속으로 일어나고 있어 안정적인 천

이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비무장지대 접경

구역은 대성산 지역과 같이 안정적인 천이가 진행되어 극

상림의 근접한 산림은 일부분이며, 주파령 지역과 같은 참

나무류가 우점하며 지속적으로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산

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인통제선 내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주파령 지역과 같은 단순 2차림 지

역은 완충지역으로 현황파악을 위주로 관리하고 대성산

지역과 같이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 식물이 많은 지역

은 군부대의 협조를 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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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list of vascular plants in Mt. Daeseng and Juparyeong.

Scientific name Korea name D.S. J.P. Note

Lycopodiaceae 

Lycopodium chinense Christ 다람쥐꼬리 o

Lycopodium serratum Thunb. 뱀톱 o

Equisetaceae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o o

Equisetum hyemale L. 속새 o o

Ophioglossaceae 

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고사리삼 o o

Osmundaceae 

Osmunda cinnamomea var. fokiensis Copel. 꿩고비 o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o o

Dennstaedtiaceae 

Dennstaedtia wilfordii (Moore) Christ 황고사리 o o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 ex Heller. 고사리 o o

Parkeriaceae 

Coniogramme intermedia Hieron 고비고사리 o o

Dryopteridaceae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o o

Dryopteris varia (L.) Kuntze 족제비고사리 o

Polystichum tripteron (Kunze) C.Presl 십자고사리 o o

Thelypteridaceae 

Thelypteris palustris (Salisb.) Schott 처녀고사리 o o

Woodsiaceae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o o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 o o

Onoclea orientalis (Hk.) Hk. 개면마 o o

Onoclea sensibilis var. interrupta Maxim. 야산고비 o

Woodsia polystichoides D.C.Eaton 우드풀 o o

Polypodiaceae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일엽초 o o

Ginkgoaceae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o

Pinaceae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o o

Larix kaempferi (Lamb.) Carriére 일본잎갈나무 o o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o o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o o

Juglandaceae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o o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굴피나무 o o

Salicaceae

Populus davidiana Dode 사시나무 o o

Populus deltoides Marsh. 미류나무 o

Populus koreana Rehder 물황철나무 o o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은사시나무 o o *

Salix caprea L. 호랑버들 o o

Salix gracilistyla Miq. 갯버들 o o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o o

Salix koriyanagi Kimura 키버들 o o *

Salix rorida Laksch. 분버들 o

Salix xerophila Floderus 여우버들 o o

Betulaceae 

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o



30 韓國林學會誌 제105권 제1호 (2016)

Appendix 1. Continued.

Scientific name Korea name D.S. J.P.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 o o

Betula chinensis Maxim. 개박달나무 o

Betula costata Trautv. 거제수나무 o o

Betula davurica Pall. 물박달나무 o o

Betula ermanii Cham. 사스래나무 o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ara 자작나무 o o

Betula schmidtii Regel 박달나무 o o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박달 o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o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개암나무 o o

Corylus sieboldiana Blume 참개암나무 o

Coryl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C.K.Schneid. 물개암나무 o o

Fagaceae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o o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o o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o o

Querc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o o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o o

Quercus serrata Thunb. 졸참나무 o o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o o

Ulmaceae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o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o o

Ulmus laciniata (Trautv.) Mayr 난티나무 o o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o

Moraceae 

Morus alba L. 뽕나무 o o

Morus bombycis f. dissecta Nakai 가새뽕나무 o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o o

Cannabaceae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환삼덩굴 o o

Urticaceae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o

Boehmeria tricuspis (Hance) Makino 거북꼬리 o o

Laportea bulbifera (Siebold & Zucc.) Wedd. 혹쐐기풀 o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산물통이 o o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o o

Pilea peploides (Gaudich.) Hook. & Arn. 물통이 o

Urtica angustifolia Fisch. ex Hornem. 가는잎쐐기풀 o o

Urtica thunbergiana Siebold & Zucc. 쐐기풀 o o

Loranthaceae 

Viscum album var. coloratum (Kom.) Ohwi 겨우살이 o o

Polygonaceae 

Bistorta manshuriensis (Petrov ex Kom.) Kom. 범꼬리 o o

Persicaria dissitiflora (Hemsl.) H.Gross ex Mori 가시여뀌 o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o o

Persicaria hydropiper var. fastigiatum Nakai 가는여뀌 o

Persicaria hydropiper (L.) Spach 여뀌 o o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흰여뀌 o o

Persicaria maackiana (Regel) Nakai ex Mori 나도미꾸리낚시 o

Persicaria nepalensis (Meisn.) H.Gross 산여뀌 o

Persicaria nodosa (Pers.) Opiz 큰개여뀌 o

Persicaria perfoliata (L.) H.Gross 며느리배꼽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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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ex Nakai 미꾸리낚시 o o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o o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Gross ex Nakai 고마리 o o

Persicaria vulgaris Webb & Moq. 봄여뀌 o o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o o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o

Portulacaceae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o

Caryophyllaceae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o o

Dianthus chinensis L. 패랭이꽃 o

Lychnis cognata Maxim. 동자꽃 o o

Pseudostellaria coreana (Nakai) Ohwi 참개별꽃 o *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ex Pax & Hoffm. 개별꽃 o

Pseudostellari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o o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o o

Chenopodiaceae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o o

Amaranthaceae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o o

Amaranthus blitum L. 개비름 o o

Amaranthus mangostanus L. 비름 o o

Magnoliaceae 

Magnolia sieboldii K.Koch 함박꽃나무 o o

Schisandraceae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오미자 o o

Lauraceae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o o

Ranunculaceae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o o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흰진범 o o

Aconitum pseudolaeve Nakai 진범 o o *

Aconitum triphyllum Nakai 세잎돌쩌귀 o

Actaea asiatica H.Hara 노루삼 o o

Anemone amurensis (Korsh.) Kom. 들바람꽃 o

Anemone koraiensis Nakai 홀아비바람꽃 o LC*

Anemone raddeana Regel 꿩의바람꽃 o

Anemone reflexa Steph. & Willd. 회리바람꽃 o

Anemone rossii S.Moore 쌍동바람꽃 o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Kitam. 매발톱 o o

Caltha palustris L. 동의나물 o o

Cimicifuga dahurica (Turcz. ex Fisch. & C.A.Mey.) Maxim. 눈빛승마 o o

Cimicifuga heracleifolia Kom. 승마 o o

Cimicifuga simplex (DC.) Turcz. 촛대승마 o o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o o

Clematis brachyura Maxim. 외대으아리 o o *

Clematis heracleifolia DC. 병조희풀 o o

Clematis terniflora var. mandshurica (Rupr.) Ohwi 으아리 o o

Clematis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o o *

Enemion raddeanum Regel 나도바람꽃 o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o o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만주바람꽃 o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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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모데미풀 o EN*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 할미꽃 o o

Ranunculus chinensis Bunge 젓가락나물 o

Ranunculus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o o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o

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 Nakai 은꿩의다리 o o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 sibiricum Regel & Tiling 꿩의다리 o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Huth) Ohwi 산꿩의다리 o o

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Nakai 금꿩의다리 o o

Berberidaceae 

Berberis amurensis Rupr. 매발톱나무 o o

Caulophyllum robustum Maxim. 꿩의다리아재비 o o

Epimedium koreanum Nakai 삼지구엽초 o o VU

Lardizabalaceae 

Akebia quinata (Thunb.) Decne. 으름덩굴 o

Menispermaceae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o o

Chloranthaceae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홀아비꽃대 o o

Aristolochiaceae 

Aristoloch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o o LC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o LC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o o

Asarum versicolor (K.Yamaki) Y.N.Lee 무늬족도리풀 o o

Paeoniaceae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 Takeda 백작약 o o VU

Paeonia lactiflora Pall. 작약 o

Paeonia obovata Maxim. 산작약 o CR

Actinidiaceae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 o o

Actinidia kolomikta (Maxim.& Rupr.) Maxim. 쥐다래 o o

Actinidia polygama (Siebold & Zucc.) Planch. ex Maxim. 개다래 o o

Guttiferae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o o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 o o

Papaveracea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o o

Hylomecon vernalis Maxim. 피나물 o o

Fumariaceae 

Corydalis ambigua Cham. & Schleht. 왜현호색 o o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점현호색 o *

Corydalis ochotensis Turcz. 눈괴불주머니 o o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현호색 o o

Corydal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o o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var. linearis Nakai 댓잎현호색 o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o o

Cruciferae 

Arabis gemmifera (Matsum.) Makino 산장대 o

Arabis glabra Bernh. 장대나물 o

Barbarea orthoceras Ledeb. 나도냉이 o o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o o

Cardamine amaraeformis Nakai 꽃황새냉이 o o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o

Appendix 1. Continued.

Scientific name Korea name D.S. J.P.



DMZ 인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대성산, 주파령)의 식물상 및 식생군집분석 33

Cardamine impatiens L. 싸리냉이 o o

Cardamine komarovi Nakai 는쟁이냉이 o o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미나리냉이 o o

Draba nemorosa L. 꽃다지 o o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o

Crassulaceae 

Hylotelephium erythrostictum (Miq.) H.Ohba 꿩의비름 o

Sedum aizoon L. 가는기린초 o o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기린초 o o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o o

Saxifragaceae 

Astilbe koreana (Kom.) Nakai 숙은노루오줌 o o

Astilbe rubra Hook.f. & Thomas ex Hook.f. 노루오줌 o o

Chrysosplenium flagelliferum F.Schmidt 애기괭이눈 o o

Chrysosplenium grayanum Maxim. 괭이눈 o o

Chrysosplenium pilosum Maxim. 털괭이눈 o

Chrysosplenium pseudofauriei H.Lév. 선괭이눈 o

Deutzia glabrata Kom. 물참대 o o

Deutzia grandiflora var. baroniana Diels 바위말발도리 o o

Deutzia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o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o

Hydrangea serrata f. acuminata Wilson 산수국 o o

Parnassia palustris L. 물매화 o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 o o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밥나무 o

Ribes mandshuricum (Maxim.) Kom. 까치밥나무 o

Rodgersia podophylla A.Gray 도깨비부채 o o LC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Nakai 바위떡풀 o o

Rosaceae 

Agrimonia coreana Nakai 산짚신나물 o o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o o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Hara 눈개승마 o o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o o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o o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Nakai 터리풀 o o

Geum aleppicum Jacq. 큰뱀무 o

Geum japonicum Thunb. 뱀무 o

Malus baccata Borkh. 야광나무 o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o

Potentilla centigrana Maxim. 좀딸기 o

Potentilla cryptotaeniae Maxim. 물양지꽃 o o

Potentilla dickinsii Franch. & Sav. 돌양지꽃 o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o o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o o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산복사 o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개살구나무 o o

Prunus padus L. 귀룽나무 o o

Prunus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 o o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o o

Prunus verecunda (Koidz.) Koehne 개벚나무 o

Pyrus pyrifolia (Burm.f.) Nakai 돌배나무 o o

Pyrus ussuriensis Maxim. 산돌배 o o

Pyrus uyematsuana Makino 들배나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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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 o o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o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o o

Rubus idaeus var. microphyllus Turcz. 멍덕딸기 o o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o o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o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o o

Sanguisorba hakusanensis Makino 산오이풀 o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o o

Sibbaldia procumbens L. 너도양지꽃 o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쉬땅나무 o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K.Koch 팥배나무 o

Sorbus commixta Hedlund 마가목 o

Spiraea fritschiana Schneid. 참조팝나무 o o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o o

Spiraea salicifolia L. 꼬리조팝나무 o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o o

Waldsteinia ternata (Stephan) Fritsch 나도양지꽃 o

Leguminosae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o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H.Ohashi 새콩 o o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황기 o

Desmodium podocarpum var. oxyphyllum H.Ohashi 도둑놈의갈고리 o o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o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o o

La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o o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o o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o o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o o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 o o

Lespedeza maximowiczii var. tomentella Nakai 털조록싸리 o

Lespedeza thunbergii subsp. formosa (Vogel) H.Ohashi 풀싸리 o o

Maackia amurensis Rupr. & Maxim. 다릅나무 o o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o o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o o

Sophora flavescens Solander ex Aiton 고삼 o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o o

Vicia amoena Fisch. ex DC. 갈퀴나물 o

Vicia chosenensis Ohwi 노랑갈퀴 o o *

Vicia nipponica Matsum. 네잎갈퀴나물 o

Vicia unijuga A.Braun 나비나물 o o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광릉갈퀴 o o

Oxalidaceae 

Oxalis acetosella L. 애기괭이밥 o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o o

Oxalis obtriangulata Maxim. 큰괭이밥 o o

Geraniaceae 

Geranium koreanum Kom. 둥근이질풀 o o

Geranium krameri Franch. & Sav. 선이질풀 o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o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o

Geranium wilfordii Maxim. 세잎쥐손이 o

Euphorbi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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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horbia sieboldiana Morren & Decne. 개감수 o o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o o

Rutaceae 

Phellodendron amurense Rupr. 황벽나무 o o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 o o

Simaroubaceae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o o

Picrasma quassioides (D.Don) Bennett 소태나무 o o

Anacardiaceae 

Rhus javanica L. 붉나무 o o

Rhus tricocarpa Miq. 개옻나무 o o

Rhus verniciflua Stokes 옻나무 o o

Aceraceae 

Acer barbinerve Maxim. 청시닥나무 o

Acer komarovii Pojark. 시닥나무 o

Acer mandshuricum Maxim. 복장나무 o o

Acer mono var. savatieri (Pax) Nakai 왕고로쇠나무 o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o

Acer pictum var. truncatum (Bunge) C.S.Chang 만주고로쇠 o o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o o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o o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o o

Acer tegmentosum Maxim. 산겨릅나무 o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o o

Acer ukurunduense Trautv. & C.A.Mey. 부게꽃나무 o

Balsaminaceae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 o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o o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o o

Impatiens textori var. koreana Nakai 흰물봉선 o

Celastraceae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o o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o o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Hiyama 회잎나무 o o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나무 o o

Euonymus sachalinensis (F. Schmidt) Maxim. 회나무 o o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o o

Staphyleaceae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o o

Rhamnaceae 

Rhamnus yoshinoi Makino 짝자래나무 o o

Vitaceae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 o o

Parthenocissus tricuspidata Planch. 담쟁이덩굴 o o

Vitis amurensis Rupr. 왕머루 o

Vitis coignetiae Pulliat ex Planch. 머루 o o

Tiliaceae 

Tilia amurensis Rupr. 피나무 o o

Tilia manshurica Rupr. & Maxim. 찰피나무 o o

Violaceae 

Viol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o o

Viola albida Palib. 태백제비꽃 o LC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 Maek. 남산제비꽃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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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 collina Besser 둥근털제비꽃 o o

Viola diamantiaca Nakai 금강제비꽃 o LC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o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노랑제비꽃 o o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o o

Viola selkirkii Pursh ex Goldie 뫼제비꽃 o o

Viola selkirkii f. albiflora (Nakai) F. Maek. ex H. Hara 흰뫼제비꽃 o

Viola variegata Fisch. ex Link 알록제비꽃 o o

Viola verecunda A.Gray 콩제비꽃 o o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o

Cucurbitaceae 

Schizopepon bryoniaefolius Maxim. 산외 o

Onagraceae 

Circaea alpina L. 쥐털이슬 o o

Circaea mollis Slebold & Zucc. 털이슬 o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o o

Alangiaceae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o o

Cornaceae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층층나무 o o

Cornus walteri F.T.Wangerin 말채나무 o o

Araliaceae 

Aralia cordata continentalis (Kitag.) Y.C.Chu 독활 o o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o o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오갈피나무 o o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o o

Kalopanax septemlobus var. maximowiczii Hand.-Mazz. 가는잎음나무 o o

Umbelliferae 

Angelica dahurica Benth. & Hook.f. ex Franch. & Sav. 구릿대 o o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o o

Angelica gigas Nakai 참당귀 o o

Angelica polymorpha Maxim. 궁궁이 o

Bupleurum longeradiatum Turcz. 개시호 o

Cryptotaenia japonica Hassk. 파드득나물 o o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 어수리 o o

Osmorhiza aristata (Thunb.) Makino & Yabe 긴사상자 o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o o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o o

Pimpinella gustavohegiana Koidz. 노루참나물 o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o

Sanicula rubriflora F.Schmidt ex Maxim. 붉은참반디 o o

Sium suave Walter 개발나물 o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 o o

Pyrolaceae 

Chimaphila japonica Miq. 매화노루발 o o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o o

Ericaceae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o o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o o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 Lév.) Sugim. 산철쭉 o o

Primulaceae 

Androsace umbellata (Lour.) Merr. 봄맞이 o o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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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imachia coreana Nakai 참좁쌀풀 o LC*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좁쌀풀 o o

Primula jesoana Miq. 큰앵초 o

Ebenaceae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o

Styracaceae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o o

Symplocaceae 

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o o

Oleaceae 

Fraxinus mandshurica Rupr. 들메나무 o o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o o

Gentianaceae 

Gentiana scabra Bunge 용담 o o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과남풀 o o LC

Gentiana zollingeri Faw. 큰구슬붕이 o o

Asclepiadaceae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 Sav.) Matsum. 민백미꽃 o o

Cynanchum wilfordii (Maxim.) Hemsl. 큰조롱 o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o

Rubiaceae 

Asperula lasiantha Nakai 갈퀴아재비 o *

Asperula odorata L. 선갈퀴 o o

Galium paradoxum Maxim. 두메갈퀴 o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um (Wallr.) Hayek 갈퀴덩굴 o o

Galium trachyspermum A.Gray 네잎갈퀴 o

Galium trifloriforme Kom. 개선갈퀴 o o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o o

Rubia chinensis Regel & Maack 큰꼭두서니 o o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o

Boraginaceae 

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ex D.Oliver 당개지치 o o

Trigonotis icumae (Maxim.) Makino 덩굴꽃마리 o LC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o

Trigonotis radicans var. sericea (Maxim.) H. Hara 참꽃마리 o o

Verbenaceae 

Callicarpa dichotoma (Lour.) K. Koch 좀작살나무 o o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o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o o

Labiatae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Kudô) Hara 층층이꽃 o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o o

Elsholtzia splendens Nakai 꽃향유 o

Isodon excisus (Maxim.) Kudô 오리방풀 o

Isodon inflexus (Thunb.) Kudô 산박하 o o

Isodon japonicus (Burm.) Hara 방아풀 o o

Lamium album var. barbatum Franch. & Sav. 광대수염 o o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o

Leonurus macranthus Maxim. 송장풀 o

Lycopus lucidus Turcz. 쉽싸리 o o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o o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o o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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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ia chanryoenica Nakai 참배암차즈기 o o LC*

Scutellaria indica L. 골무꽃 o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ara 산골무꽃 o

Stachys japonica Miq. 석잠풀 o o

Solanaceae 

Scopolia japonica Maxim. 미치광이풀 o LC

Scrophulariaceae 

Mel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o o

Pedicularis resupinata L. 송이풀 o o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토현삼 o DD

Veronica linariifolia Pall. ex Link 꼬리풀 o o

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Nakai) T.Yamaz. 산꼬리풀 o

Phrymaceae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o o

Plantaginaceae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o o

Caprifoliaceae 

Lonicera chrysantha var. crassipes Nakai 산괴불 o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 o

Lonicera maackii (Rupr.) Maxim. 괴불나무 o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올괴불나무 o o

Lonicera subsessilis Rehder 청괴불나무 o *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딱총나무 o o

Viburnum carlesii Hemsl. 분꽃나무 o o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o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ara 백당나무 o o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o

Weigela subsessilis (Nakai) L.H. Bailey 병꽃나무 o o *

Adoxaceae 

Adoxa moschatellina L. 연복초 o

Valerianaceae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 금마타리 o o LC*

Patrinia scabiosaefolia Fisch. ex Trevir. 마타리 o o

Patrinia villosa (Thunb.) Juss. 뚝갈 o o

Valeriana fauriei Briq. 쥐오줌풀 o o

Campanulaceae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도라지모시대 o DD

Adenophora remotiflora (Siebold & Zucc.) Miq. 모시대 o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잔대 o o

Adenophora verticillata var. hirsuta F. Schmidt 털잔대 o

Asyneuma japonicum (Miq.) Briq. 영아자 o

Campanula punctata Lam. 초롱꽃 o o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Trautv. 더덕 o o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금강초롱꽃 o VU*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o

Compositae 

Achillea alpina L. 톱풀 o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멸가치 o o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 o o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o o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o o

Artemisia feddei H. Lév. & Vaniot 뺑쑥 o o

Artemisia gmelini Weber ex Stechm. 더위지기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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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a japonica Thunb. 제비쑥 o o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o o

Artemisia montana (Nakai) Pamp. 산쑥 o

Artemisia princeps Pamp. 쑥 o

Artemisia rubripes Nakai 덤불쑥 o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o o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o o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o o *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o

Aster scaber Thunb. 참취 o o

Aste tataricus L.f. 개미취 o

Aster yomena (Kitam.) Honda 쑥부쟁이 o o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o o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o o

Carduus crispu L. 지느러미엉겅퀴 o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o

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여우오줌 o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o o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큰엉겅퀴 o

Cirsium setidens (Dunn) Nakai 고려엉겅퀴 o o *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o o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J.H. Pak & Kawano 이고들빼기 o o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 o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o o

Dendranthema sichotense Tzvelev 바위구절초 o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g. 구절초 o o

Dendranthema zawadskii (Herb.) Tzvelev 산구절초 o o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o o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o o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o o

Eupatorium lindleyanum DC. 골등골나물 o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o

Hieracium umbellatum L. 조밥나물 o o

Ixeridium dentatum (Thunb. ex Mori) Tzvelev 씀바귀 o o

Ixeridium dentatum f. albiflora (Makino) H.Hara 흰씀바귀 o o

Ixeris stolonifera A.Gray 좀씀바귀 o o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o o

Lactuca raddeana Maxim. 산씀바귀 o

Lactuca triangulata Maxim. 두메고들빼기 o

Leibnitzia anandria (L.) Turcz. 솜나물 o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곰취 o o

Ligularia stenocephala (Maxim.) Matsum. & Koidz. 곤달비 o

Parasenecio adenostyloides H.Koyama 게박쥐나물 o LC

Parasenecio auriculatus (DC.) H.Koyama 귀박쥐나물 o LC

Parasenecio firmus (Kom.) Y.L.Chen 병풍쌈 o LC

Parasenecio hastatus subsp. orientalis (Kitam.) H.Koyama 민박쥐나물 o o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 o o

Picris hieracioides var. koreana Kitam. 쇠서나물 o

Prenanthes tatarinowii Maxim. 개씀배 o

Saussurea gracilis Maxim. 은분취 o

Saussurea grandifolia Maxim. 서덜취 o

Saussurea manshurica Kom. 덤불취 o

Saussurea pulchella (Fisch.) Fisch. 각시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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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ssurea seoulensis Nakai 분취 o o *

Saussurea tanakae Franch. & Sav. ex Maxim. 당분취 o o

Saussurea triangulata Trautv. & Mey. 두메취 o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Iljin) Kitam. 산비장이 o

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 진득찰 o o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털진득찰 o

Solidago serotina Aiton 미국미역취 o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ara 미역취 o o

Syneilesis pal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o o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 o o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o o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민들레 o o

Tephroseris kirilowii (Turcz. ex DC.) Holub 솜방망이 o

Tripleurospermum limosum (Maxim.) Pobed. 개꽃 o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o o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o

Potamogetonaceae 

Potamogeton distinctus A.Benn. 가래 o

Liliaceae 

Allium monanthum Maxim. 달래 o o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o o

As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o o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o o

Disporum smilacinum A.Gray 애기나리 o o

Disporum uniflorum Baker 윤판나물 o

Disporum viridescens (Maxim.) Nakai 큰애기나리 o

Erythronium japonicum (Baker) Decne. 얼레지 o o

Heloniopsis koreana Fuse, N.S. Lee & M.N. Tamura 처녀치마 o o *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o o

Hosta longipe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o

Lili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o o

Lilium cernuum Kom. 솔나리 o VU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ay 말나리 o o LC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o o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나도개감채 o LC

Paris verticillata M.Bieb. 삿갓나물 o o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굴레 o o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 Sav.) Maxim. 용둥굴레 o o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o o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o

Smilacina japonica A.Gray 풀솜대 o o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o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o o

Smilax ripari var. ussuriensis (Regel) Hara & T. Koyama 밀나물 o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o o

Streptopus ovalis (Ohwi) F.T. Wang & Y.C. Tang 금강애기나리 o LC

Trillium kamtschaticum Pall. ex Pursh 연영초 o LC

Tulipa edulis (Miq.) Baker 산자고 o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himizu 여로 o o

Veratrum maackii var. parviflorum (Maxim.) Hara 파란여로 o o

Veratrum oxysepalum Turcz. 박새 o o

Veratrum versicolor f. viride Nakai 푸른여로 o

Dioscore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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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scorea batatas Decne. 마 o o

Dioscorea quinqueloba Thunb. 단풍마 o o

Dioscorea septemloba Thunb. 국화마 o

Dioscorea tokoro Makino 도꼬로마 o o

Iridaceae 

Iris lactea var. chinensis (Fisch.) Koidz. 타래붓꽃 o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o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o

Juncaceae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o o

Commelinaceae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o o

Gramineae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뚝새풀 o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 조개풀 o o

Bothriochloa ischaemum (L.) Keng 바랭이새 o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o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o o

Festuca ovina L. 김의털 o o

Hierochloe odorata (L.) P.Beauv. 향모 o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o o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o o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o

Phragmites japonica Steud. 달뿌리풀 o o

Poa sphondylodes Trin. 포아풀 o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 o o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 기름새 o o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o o

Araceae 

Arisaema amurense f. serratum (Nakai) Kitagausa 천남성 o o

Arisaema peninsulae Nakai 점박이천남성 o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큰천남성 o

Arisaema thunbergii Blume 무늬천남성 o

Pinellia ternata (Thunb.) Breitenb. 반하 o o

Cyperaceae 

Carex dickinsii Franch. & Sav. 도깨비사초 o

Carex humilis var. nana (H. Lé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o o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o o

Carex leiorhyncha C.A.Mey. 산괭이사초 o

Carex maackii Maxim. 타래사초 o

Carex okamoto Ohwi 지리대사초 o *

Carex pediformis C.A.Mey. 넓은잎그늘사초 o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o o

Eleocharis tetraquetra Nees ex Wight 네모골 o

Scirpus wichurae var. asiaticus (Beetle) T.Koyama 방울고랭이 o

Orchidaceae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은대난초 o o

Liparis krameri Franch. & Sav. 나나벌이난초 o

Oreorchis patens (Lindl.) Lindl. 감자난초 o

Platanthera freynii Kraenzl. 제비난초 o o

D.S. : Mt. Daeseng, J.P. : Juparyeong, * : Korea endemic plants
CR(Critically Endangered), EN(Endangered Species), VU(Velnerable Species), LC(Least Concern), DD(Data De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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