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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e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vegetation environment, flora of habitats through documentary and field studies 

over 14 habitats of Euryale ferox Salisbury within Jeollabukdo, with the objective of acquiring the basic data for forming 

an environment based on plantation of reservoirs that are composed with Euryale ferox,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entire flora of the 14 habitats appeared to be 79 families, 211 genus, 298 species, two subspecies, 30 varieties 

and six forma, thus, a total of 336 taxa was confirmed. Among these, emergent water plants appeared to compose 17 

taxa, floating-leaved plants to compose seven taxa including Euryale ferox floating plants to compose five taxa and submerged 

water plants to compose two tax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milarity only over the water plants. The lowest similarity 

rate appeared between Gamdong Reservoir and Aedang Reservoir, as the similarity rate between the two regions appeared 

to be 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loating-leaved plants, lotuses and caltrops, appeared to be equally inhabiting in 

Hanseongji at Jeongeup and Seoknam Reservoir at Gochang, which showed the highest similarity rate, in addition to 

Euryale ferox.

2. When examining the appearance frequency of aquatic plants per growth type, Actinostemma lobatum and Phragmites communis, 

in addition to Euryale ferox each appeared 11 times, showing a high frequency of 78.6% and Trapa japonica, which 

is a floating-leaved water plant, appeared ten times(71.4%) and Zizania latifolia appeared eight times(57.1%). In addition, 

the appearance rate appeared to be high in the order of Persicaria thunbergii, Leersia sayanuka, Ceratophyllum demersum, 

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Scirpus maritimus, and Nelumbo nucifera.

3. The rare plants discovered in the Euryale ferox habitats pursuant to the IUCN evaluation standards was confirmed to 

be composed of five taxa, with three taxa including the least concerned species(LC), Melothria japonica at Yanggok Reservoir, 

Hydrocharis dubia at Myeongdeokji and Ottelia alismoides at Daewi Reservoir, in addition to vulnerable species(VU), 

Utricularia vulgaris at Sangpyeong Reservoir, along with Euryale ferox. 

4. Most of the group or community types of the natural habitats of Euryale ferox appeared to be the Euryale ferix community’ 

and the Daewi Reservoir of Gunsan was defined as caltrop + Euryale ferox + Nymphoides indica community. The green 

coverage ratio of Euryale ferox per natural habitats showed a considerably huge deviation from 0.03 to 36.50 and as the 

average green coverage ratio was appropriated as 9.8, it can be considered that maintaining the green coverage ratio of Eury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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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ox in a 10% level would be advisable when forming a reservoir with Euryale ferox as the key composition species.

5. The vegetation community nearby the natural habitats of Euryale ferox per research subject area appeared to be composed 

of three Leersia japonica communities, two communities each for Zizania latifolia community and Trapa japonica community 

and one community each for Nelumbo nucifera community, Nymphoides peltata + Typha orientalis community, Trapa japonica 

+ Nelumbo nucifera community, Hydrocharis dubia community, Leersia japnica +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community 

and Euryale ferox + Trapa japonica community, showing a sligh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ocation conditions of each 

reservoir. Thus, this result may be suggested as a guideline to apply when allocating the vegetation ratio and the types 

of floating-leaved plants upon planting plants in reservoirs with Euryale ferox as the main companion species.

Key words: Companion Plant, Floating Leaved Plant, Lotus Pond, Ratio of Green Coverage, Water Plant

국문 록

본 연구는 가시연꽃(Euryale ferox Salisbury)을 구성종으로 하는 연못의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내의 

가시연꽃 자생지 14곳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자생지 식물상과 식생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시연꽃 생육지 14곳의 전체 식물상은 79과 211속 298종 2아종 30변종 6품종으로 총 336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정수성 수생식물은 

17분류군, 부엽성은 가시연꽃을 포함하여 7분류군, 부유성은 5분류군 그리고 침수성 수생식물은 2분류군으로 분류되었다. 수생식물

만을 대상으로 한 유사도분석 결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정읍 한성지와 고창 석남저수지에서는 가시연꽃 이외에 부엽성식물로 

연꽃과 마름이 동일하게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시연꽃을 주소재로 한 연못 조성시 연과 마름은 동반식물로서 생태적 지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생육형별 수생식물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가시연꽃 이외에 정수성식물인 뚜껑덩굴과 갈대가 각각 11회 출현하여 78.6%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부엽성 수생식물인 마름이 10회(71.4%), 줄이 8회(57.1%) 출현하였다. 이밖에 고마리, 겨풀, 마름, 개구리자리, 

물피, 매자기, 연꽃, 어리연꽃의 순으로 출현율이 높았다.

3. IUCN 평가기준에 따른 조사대상 가시연꽃 생육지에서 발견된 희귀식물은 가시연꽃과 함께 취약종(VU)인 통발, 이외에 약관심종(LC)

인 새박, 자라풀, 물질경이 등 3분류군으로 도합 5분류군이 확인되어 가시연꽃 활용 연못시 도입이 가능한 희귀식물로 분류되었다.

4. 가시연꽃 자생지의 군락유형은 대부분 가시연꽃군락이었으며 군산의 대위저수지는 마름+가시연꽃+어리연꽃군락으로 정의하였다. 

자생지별 가시연꽃의 녹피율은 0.03에서 36.50으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 녹피율은 9.8로 계상됨에 따라 연못 조성시 

가시연꽃의 녹피율을 10%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5. 조사대상지별 가시연꽃 자생지와 인접한 식생군락으로는 나도겨풀군락 3개소, 마름군락과 줄군락이 각각 2개소, 연꽃군락, 어리연꽃+

부들군락, 마름+연꽃군락, 자라풀군락, 나도겨풀+털물참새피군락 1개소 그리고 가시연꽃+마름군락 1개소 등으로 각 저수지마다 

입지조건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시연꽃을 주요 구성종으로 하는 연못의 식재설계시 동반 

부엽식물의 선정 및 식피율 배분에 반영해야 할 지침으로 제안한다. 

주제어: 동반종(同伴種), 부엽식물, 식피율(植被率), 수생식물, 연못

Ⅰ. 서론

가시연꽃(Euryale ferox Salisbury)은 수련과(Nymphaeaceae)

에 속하는 가시연꽃속의 1속 1종의 일년생 수생식물로 개연․

철남성이라고도 한다(Figure 1). 이명(異名)으로 계두연․자아

연․가시련꽃․개련․검실․검인 등으로도 불린다. 국내 문헌상

으로 ‘가시연’에 대한 최초의 용례는 15C 전반에 저술된 향

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1431) 과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1433) 에 나오는 ‘거실련(居室連)’이다(Chang, J. D., 2007)[1].1) 

가시연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1년생 부엽

식물로 화려한 꽃과 특징적 잎의 형태 때문에 관상가치가 높으

나, 자연상태에서는 서식지 감소현상이 현저하며 자연발아율 또

한 매우 낮아(Kim, J. T. et al., 2000)[2], Ministry of environment 

(2012)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에 해당된다[3]. 예로

부터 가시연꽃의 종자를 검실(檢實) 또는 검식자(檢食子)라고 

부르며(Jeong, W. G., 1993), 고려시대 이미 정원식물로 활용

하였던 기록이 보인다[4].2) 동문선(東文選) [5]에 실린 이첨

(李詹, 1345∼1405)의 ｢야망정기(野望亭記)｣에는 이자(李子)가 

송당 인근에 야망정을 짖고 연못인 파당을 만들어 마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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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부들 등 수생식물을 가꾸는 정경이 묘사되고 있다. 같은 

자료에는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서도 정원식물이나 식용 또는 

약용으로 가시연꽃이 활용되었음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된

다. 즉 산림경제(山林經濟) [6] 제4권 ｢치약(治藥)편｣에 따르

면 “연못 속에는 능검(菱芡)을 많이 심는데, 능(菱)은 마름이

며, 검(芡)은 가시연으로 모두 식용 또는 약용(藥用)으로 쓴

다” 하였다. 또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쓴 여유당전서(

猶 全書) [7]의 강진 유배시절 애제자인 황상(黃裳, 1788∼

1863)에게 쓴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서는 못 안에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연과 가시연꽃을 가꾸었으며 배를 띄어 

풍류의 아취를 체득하게 하는 은일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

다. 또한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8] 5권에 실린 ｢제서호부

전도(題西湖浮田圖)｣에서는 “연과 마름, 가시연을 뒤섞어 심어

두면 붉은 꽃 푸른 이삭 여기저기 우북하고(芙蕖菱芡錯雜起 朱

華綠穗行相迷)”라는 글을 통해 연과 마름 그리고 가시연꽃의 

공생을 통한 유익함을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1989년 이래로 가시연꽃은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

요 자생지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그 외의 지역도 습지개

발, 쓰레기 및 오폐수의 유입 등으로 자생지가 파괴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가시연꽃은 

도심내 연못이나 농촌의 마을방죽 또는 저수지는 친수환경의 

경관창출과 레져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요소이자 농촌 어

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중요 자원이다(Ahn, B. C., 2009)[12]. 

마을 방죽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 및 문화적 요소들은 마을 공

동체적 커뮤니티의 장(場)이자 인문생태학적 역할을 수행해 

온 마을의 중심시설로서 그 자체가 문화이며 역사문화경관이

다. 특히 연못은 정원시설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공간

으로 조성되고 또 향유되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못 조성

시 이용되는 식물은 주로 연(蓮, Nelumbo nucifera) 위주로 선

택되어, 연못 생태계는 종 다양성 측면에서 단순하고 획일적

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높다. 이와 같은 연

못의 종 획일화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

엽식물의 도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때 가

시연꽃은 연못생태계의 구성종 중 1차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

야할 정원식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못을 조성하는 것은 인

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자연형성과정을 통해 스스로 

형성된 자연에서 그 원형(prototype)을 찾아 복원하거나 재생

해야 한다. 

Choi H. K.(1986)에 의하면 가시연꽃의 분포는 위도상의 문

제보다는 수질과 토양적인 원인에 의해서 분포에 제한을 받으며, 

지령(地齡)이 오래되어 유기물이 많은 곳에 생육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3]. 즉 가시연꽃은 발아조건이나 생육환경의 범

위가 다른 수생식물에 비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Okada, 1926; Rim, 1962; Yang, 1975)[14][15][16]. 

b. Front and Back Side of Leaf

 a. Root and Leaf c. Flower and Bud

Figure 1. Each Organ of Euryale ferox 

<Sources> a: http://bric.postech.ac.kr[9], b: http://plantillustrations.org[10], c: http://en.wikipedia.or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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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생지 자체가 희소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 그리

고 환경조건에 따라 해걸이(隔年結果) 현상이 매우 심하여 수

년간의 지속적인 조사 없이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연구에 

난점이 많으므로 가시연꽃의 발아조건이나 분포지의 생육환경 

등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Koh, J. K., 1996)[17].

따라서 연못 조성시 가시연꽃을 중요한 식재구성종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자생지의 토양과 수환경 및 식생환경 등의 구

명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가시연꽃 자생지의 토양, 수질 그리고 식물 생육환경을 파악함

으로써 가시연꽃을 식재하기 위한 연못의 기반환경 조성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보(報)

는 그 중 하나로서 가시연꽃 자생지의 식물상과 식생을 중심으

로 조사 분석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시연꽃을 주소재로 하는 

연못 조성시 착안점을 찾고자 한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간의 식물상

을 종합하였으며, 식생은 가시연꽃의 활력도와 피도가 가장 높

은 시기인 7∼8월의 현황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을 기준자료

로 삼았다. 

2) 공간적 범위

현장조사는 전라북도 행정구역 범위내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전국적 자생지 분포 동향은 문헌에 의존하였다. 전라

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헌 및 인터넷조사 그리고 

마을 탐문조사를 통해 조사 개시 이전(∼2011년) 가시연꽃이 

자생하였다고 알려진 모든 저수지, 늪, 소택지 그리고 하천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4개소의 가시연

꽃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이 중 2012년을 기점으로 가시연꽃의 

발생 및 개화가 이루어진 대상지를 포함하여 총 23개소를 예비

조사 대상으로 삼은 뒤 2013년 재발생된 곳 14개소를 최종 연

구대상지로 삼았다. 이밖에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지역내 조

성된 선운산 생태습지를 기존 자생지와 비교하기 위한 대조구

로 추가 선정하였다.

2. 연구대상지

1) 예비조사

문헌고찰과 인터넷조사 그리고 현장 인근에 대한 주민 탐문

조사를 통해 가시연꽃이 서식하거나 과거 생육하였다고 알려

진 모든 서식지를 현장 답사하였다. 현지 탐문조사시 주민의 이

해를 돕기 위해 가시연꽃이 묘사된 칼라사진을 제시하고 해당 

식물의 생육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확인된 전라북

도 내 가시연꽃이 자생하거나 자생하였던 수공간은 고창 14개

소, 김제 13개소, 군산과 남원 각 12개소, 임실 10개소, 정읍 9개

소, 부안 8개소, 익산 4개소, 진안 3개소 그리고 전주 1개소 등

으로 총 86개소로 집계되었다. 이 중 3개소는 생태연못 조성 등

을 목적으로 가시연꽃을 식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

기간 3년 동안, 가시연꽃이 발아하여 서식이 확인된 곳은 3개 

인공 식재지를 제외하고 총 29개소였다. 그 밖의 서식지는 연

구기간 3년 동안 1차례도 발아하지 않았거나 소수가 생육하였

다가 수위 및 오염 등으로 소멸하였으며 일부는 준설 과정으로 

매몰된 곳도 있었다.

2) 본조사

현장답사를 통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자생 유무, 자생실태, 

생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발아가 이루어

진 다음과 같은 총 14개소의 가시연꽃 자생지를 최종 연구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시연꽃 자생지는 남원시․정읍시․

고창군이 각각 3개소였으며 군산시 2개소 그리고 익산시․김

제시․임실군이 각 1개소이다(Table 1, Figure 2). 본 조사대상

지인 가시연꽃 자생지의 저수지 여건은 Table 2와 같다. 저수

지 축조시기는 대부분 20세기 전후이며 주변 토지이용은 논과 

밭 그리고 산림지역이 대부분이며 자생지 전면부는 비포장도

로에 접해있다.

Address of Location Name of Habitats Mark No.

Namwon-si

Joosangmyun Jechunri Jecheon2 reservoir Nj01 01

Joosangmyun 

Nakdongri 
Whang reservoir Nw02 02

Gumjimyun ipapri Kamdong reservoir Ng03 03

Imsil-gun Osumyun Deajungri Daejung reservoir Id04 04

Jeongeup-si

Sosungmyun Gogyori Hansung-ji Jh05 05

Sosungmyun Gogyori Aeadang reservoir Ja06 06

Shintaeineup Yukri Yukri reservoir Jy07 07

Gochang-gun

Mujangmyun Gohungri Gungdong reservoir Gg08 08

Jangmyun Dogokri Yanggok reservoir Gy09 09

Sanghamyun 

Yongdaeri
Suknam reservoir GS10 10

Gimje-si Myungdukdong Myungduk-ji KM11 11

Gunsan-si

Okgueup Sangpyungri Sangpyung reservoir Ks12 12

Hwaehyunmyun 

hackdangri
Daewyi reservoir Kd13 13

Iksan-si Yongdongmyun Daejuri Dangha-ji Ih14 14

Table 1. Final Selected Target Habitats fo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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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Map of Euryale ferox Community

Legend
Area(ha)  Reservoir 

capacity
(1,000㎡)

Composition 
time 

Landuse of 
surroundingsTotal Surface

Nj01 5.0 0.5 2.7 1920 R․Pf

Nw02 45.0 4.6 38.6 1940 Po․Pf

Ng03 80.0 2.0 33.2 1941 P․ Ff

Ido4 28.8 0.8 22.4 1943 Ff․Fo

Jh05 33.0 32 44.3 1897 R

Ja06 34.0 33.4 33.0 1971 R․Pf

Jy07 63.0 30.0 65.1 1933 Pf․Ff

Gg08 20.0 1.0 11.0 1974 Pf․Fo

Gy09 15.0 1.0 12.6 1930 Pf

Gs10 1.1 75.9 1.27 1945 R․Pf

Km11 1.5 1.4 31.1 1945 R․Fo

Ks12 31.0 1.6 36.8 1945 R․Ff

Kd13 100.0 29.2 1.10 1962 R․Pf

Ih14 43.1 41.1 43.1 1945 R․ Ff

<Note> R: Road, Fo: Forest, Pf: Paddy field, Ff: Farm fild

Table 2. Data of Habitats

3. 연구방법

1) 식물상

가시연꽃에 대한 옛 활용 사례는 한국고전종합DB(http://db. 

itkc.or.kr)[18]을 통한 ‘고전번역서’와 ‘한국문집총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시연꽃 자생저수지 식물상 현장조사는 2012년 3월

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행하였다. 식물에 대한 배열순서와 학

명의 기재는 Korea National Arboretum과 The Korean Society 

of Plant Taxonomists(2007)[19]의 국가표준식물목록과 Engler 

분류체계(Melchior, 1964)에 따라 정리하였다[20]. 가능한 현지

에서 동정을 하되, 동정이 불가능한 식물들은 채집하여 Lee, 

W. C.(1996)과 Lee, T. B.(2003) 및 Lee Y. N.(2006)의 문헌

을 바탕으로 동정하였다[21][22][23]. 식물유형 중 멸종위기야

생식물은 Ministry of Environment(2012)에 의해 77분류군이 

법정보호종의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2], 희귀식물(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National Arboretum, 2008)은 IUCN 

평가기준에 따른 6개 범주에 해당되는 571분류군을[15], 특산

식물은 Korea National Arboretum(2005)[16]에서 선정한 328

분류군을[10],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2012)[17]의 1,256분류군을 그리고 

귀화식물은 Ministry of environment(2014)[18]의 따른 333분

류군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2) 현존식생과 활력도

현존식생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는 2014년 7월과 8월에 실시

하였는데 가시연꽃이 발아하는 봄부터 육안식별이 어려운 가을

(4∼11월)까지 생육상태를 관찰하였다. 각 대상지별로 1/5,000 

지형도상의 조사대상 저수지를 1/1,000의 축적으로 확대한 도

면을 만들어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40m 간격의 격자를 기입한 

격자도(mash map)를 준비하고, 여기에 수생 관속식물의 분포

를 직접 기입하여 14개 저수지의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다. 조

사대상지의 경계구역은 제방을 중심으로 수변을 따라 도보로 

답사하고 저수지 내부는 육안과 망원경(SANJU 8×42WP)으로 

최대한 관찰하면서 주요 공간별, 식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포 

상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가시연꽃 군락지와 이입종의 유입이 활

발한 지점은 1개월 단위로 2-3회 현장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조

사야장을 작성한 후, 분석 결과는 연구실에서 Auto CAD2006과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 작업하고 군락별 면적

을 구적(求積)하였다. 이와 함께 생육지내 최대군락과 가시연꽃

군락이 인접하여 서식하고 있는 군락을 별도 파악하였다.

3) 서식지간의 식물 유사도 분석

군집에서 활용되는 유사도 지수(Index of similarity), 

(S)=100X×[2C/(a+b)]; a: 어느 한 생육지의 종의 수, b: 비

교하고자 하는 생육지의 종의 수, C: 두 곳 모두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종의 수)는 Sorenson의 지수를 활용하여 14개 가시연

꽃 생육지별 동질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1) 전체 식물상

가시연꽃 생육지 14곳의 전체 식물상은 79과 211속 298종 2아

종 30변종 6품종으로 총 336분류군(taxa)이 확인되었으며, 총 

336종류 중 목본식물(Woody plants)은 69분류군(20.5%), 초본

식물(Herbaceous plants)은 267분류군(79.5%)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양치식물(Pteridophyta)은 3과 4속 6분류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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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식물(Gymnospermae)은 1과 1속 2분류군(0.5%), 피자식

물(Angiospermae)은 75과 216속 328분류군(97.8%)으로 이 중 

단자엽식물(Monocotyledoneae)은 11과 52속 78분류군(23.7%), 

쌍자엽식물(Dicotyledoneae)은 64과 164속 250분류군(76.3%)

으로 구분되었다(Table 3).

저수지별 관속식물상의 제천2저수지는 32과 54속 64분류군, 

왕저수지는 36과 66속 78분류군, 감동저수지는 32과 52속 1분

류군, 대정저수지는 48과 99속 123분류군, 한성지는 37과 74속 

88분류군, 애당저수지는 43과 81속 95분류군, 육리는 32과 59속 

67분류군, 궁동저수지는 41과 85속 102분류군, 양곡저수지는 44

과 88속 95분류군, 석남저수지는 37과 81속 94분류군, 명덕지는 

24과 47속 53분류군, 상평저수지는 30과 59속 63분류군, 대위저

수지는 23과 46속 56분규군, 당하저수지는 29과 63속 76분류군 

그리고 대조구를 선택한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내 생태습지는 

42과 76속 93분류군으로 나타났다(Table 4).

2) 생육형별 분류

12개 가시연꽃 자생지에서 확인된 수생식물은 총 30분류군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수성(emergent hydrophyte)은 16분류

군, 부엽성(floating-leaved hydrophyte)은 가시연꽃을 포함하

여 7분류군, 부유성(free-floating hydrophyte)은 5분류군 그리

고 침수성 수생식물(submergent hydrophyte)은 2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생육지별로 살펴보면, 가장 수생식물의 수가 많은 곳

은 임실 대정저수지로 13분류군의 수생식물이 발견되었으며 상

평저수지에서는 12분류군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성지, 양곡저

수지, 석남저수지, 명덕지 등에서 각각 10분류군의 수생식물이 

발견되었다. 그밖에 대위저수지와 당하지에서는 총 10분류군의 

수생식물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제천2저수지는 단 3분류군의 수

생식물이 발견되어 수생식물의 종다양성이 가장 낮았다. 한편 

수생식물별 발견 빈도를 살펴보면 가시연꽃 이외에 정수성식

물인 뚜껑덩굴과 갈대가 각각 11회 출현하여 78.6%의 상대적

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엽성 수생식물인 마

름이 10회 출현하여 71.4%의 빈도를 보였다. 이밖에 줄이 8회

(57.1%)였으며 고마리 7회(50%), 겨풀과 침수성식물인 붕어마

름이 각각 6회(42.9%) 출현하였다. 이밖에 개구리자리, 물피, 매

자기, 연꽃, 어리연꽃이 5회(35.7%) 출현하였다(Table 5).

3) 자생지간의 유사도분석

14개 가시연꽃 자생지간 식물상의 유사성을 확인할 목적으

로 유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천2저수지와 감동저수지의 

유사도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한성지와 석남

저수지가 28.6%, 석남저수지와 당하지가 28.5%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유사도가 낮은 곳은 명덕지와 대조구로 선정한 선운산 

생태습지 간에는 유사도지수 8.9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임

(Table 6)에 따라 자연화된 생육지와 조성 초기인 인공 생육지

간 서식 식물에는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생식물만을 대상으로 한 유사도분석 결과, 정읍 한성

지와 고창 석남저수지가 4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고창 양곡저수지와 석남저수지 그리고 익산 당하지가 

각각 39.13%로 나타났으며, 고창 궁동저수지와 석남저수지․

김제 명덕지와 당하지가 각각 36.36%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유사도를 보인 지역은 남원 감동저수지와 정읍 애당저수지가 

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남원 제천2저수지와 선운산 생태

습지가 6.25%로 나타났다(Table 7). 가장 유사도가 높은 정읍 

한성지와 고창 석남저수지에서는 가시연꽃 이외에 부엽식물로 

연꽃과 마름이 동일하게 서식하고 있다.

Vascular plants family genus species sub species variety forma sum

Pteridophyta 3 4 5 -　 1 -　 6

gymnosperm 1 1 2 -　 -　 -　 2

angiosperm 

monocotyledon 11 52 67 - 11 - 78

dicotyledon 64 164 224 2 18 6 250

sum 75 216 291 2 29 6 328

total sum 79 221 298 2 30 6 336

Table 3. Total Flora

구분 Nj01 Nw02 Ng03 Id04 Jh05 Ja06 Jy07 Gg08 Gy09 Gs10 Km11 Ks12 Kd13 Ih14 Gs15

family 32 36 32 48 37 43 32 41 44 37 24 30 23 29 42

genus 54 66 52 99 74 81 59 85 88 81 47 59 46 63 76

taxa 64 78 61 123 88 95 67 102 98 94 53 63 56 76 93

<Note> Nj01: Jecheon2 reservoir, Nw02: Whang reservoir, Ng03: Kamdong reservoir, Id04: Daejung reservoir, Jh05: Hansung-ji, Ja06: Aeadang reservoir, 

Jy07: Yukri reservoir, Jy08: Gungdong reservoir, Gy09: Yanggok reservoir, Gs10: Suknam reservoir, Km11: Myungduk-ji, Ks12: Sangpyung reservoir, 

Kd13: Daewyi reservoir, Ih14: Dangha-ji 15: Sunwoonsan pond

Table 4. Flora of Aquatic Plant each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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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S Botanical Name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F 15

Emergent 
hydrophyte

18

Persicaria thunbergii ○ ○ ○ ○ ○ ○ ○ 7

Ranunculus sceleratus ○ ○ ○ ○ ○ 5

Actinostemma lobatum ○ ○ ○ ○ ○ ○ ○ ○ ○ ○ ○ 11

Rotala mexicana ○ ○ 2

Oenanthe javanica ○ ○ ○ ○ 4 ○

Lindernia procumbens ○ 1

Leersia japnica ○ 1 ○

Leersia oryzoides var. japonica ○ ○ ○ ○ ○ ○ 6

Zizania latifolia ○ ○ ○ ○ ○ ○ ○ ○ 8

Typha orientalis ○ ○ ○ ○ ○ ○ ○ ○ 8 ○

Phragmites communis ○ ○ ○ ○ ○ ○ ○ ○ ○ ○ ○ 11 ○

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 ○ ○ ○ ○ 5

Isachne globosa ○ 1 ○

Scirpus fluviatilis ○ ○ ○ ○ ○ 5

Scirpus triqueter ○

Aneilema keisak ○ ○ ○ 3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

Iris pseudacorus ○ ○ 2

Floating-leaved 
hydrophyte

7

Nuphar subintegerrimum ○

Euryale ferox ○ ○ ○ ○ ○ ○ ○ ○ ○ ○ ○ ○ 12 ○

Nymphaea tetragona ○ 1 ○

Nelumbo nucifera ○ ○ ○ ○ ○ 5

Trapa japonica ○ ○ ○ ○ ○ ○ ○ ○ ○ ○ 10 ○

Nymphoides peltata ○ ○ ○ ○ 4 ○

Nymphoides indica ○ ○ ○ ○ ○ 5 ○

Free-floating 
hydrophyte

5

Salvinia natans ○ ○ 2

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 1

Hydrocharis dubia ○ 1

Spirodela polyrhiza ○ ○ 2

Lemna perpusilla ○ ○ 2

Submergent 
hydrophyte

6

Ceratophyllum demersum ○ ○ ○ ○ ○ ○ 6

Myriophyllum verticillatum 

Myriophyllum spicatum ○

Hydrilla verticillata ○ ○ ○ ○ ○ ○ 6

Ottelia alismoides ○ 1

Potamogeton crispus ○ 1

Sum 36 2 7 7 13 12 8 9 10 11 12 11 15 11 11 14

<Note 1> NS: No. of Species, NH: No. of Habitats, 01: Jecheon2 reservoir, 02: Whang reservoir, 03: Kamdong reservoir, 04: Daejung reservoir, 05: Hansung-ji, 06: 
Aeadang reservoir, 07: Yukri reservoir, 08: Gungdong reservoir, 09: Yanggok reservoir, 10: Suknam reservoir, 11: Myungduk-ji, 12: Sangpyung reservoir, 
13: Daewyi reservoir, 14: Dangha-ji 15: Sunwoonsan pond

<Note 2> Choi, H. K.(1986). (A) Monograph of Vascular Hydrophytes in Korea, Doctor's thesis. Seoul University[13].

Table 5. Classification of Aquatic Plant by Growth Form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01 26.8 28.8 19.3 21.7 19.5 21.4 19.9 22.8 19.6 12.0 18.1 11.7 19.0 13.4

02 26.8 24.5 23.9 24.1 23.1 20.7 23.9 25.6 22.7 16.8 17.7 15.7 25.0 15.8

03 28.8 24.5 21.2 21.5 17.9 22.7 20.2 20.8 22.6 19.3 21.8 19.7 24.5 16.2

04 19.3 23.9 21.2 23.2 20.6 18.9 21.8 20.8 21.2 13.6 15.1 13.4 20.9 16.7

05 21.7 24.1 21.5 23.2 26.2 27.7 24.2 25.8 28.6 19.1 22.5 18.8 25.3 15.5

06 19.5 23.1 17.9 20.6 26.2 21.6 24.9 28.5 24.3 19.6 20.3 18.5 22.5 16.5

07 21.4 20.7 22.7 18.9 27.7 21.6 18.9 21.2 24.8 26.7 24.6 18.7 24.8 15.6

08 19.9 23.9 20.2 21.8 24.2 24.9 18.9 29.5 21.9 16.8 19.4 16.5 22.2 12.8

09 22.8 25.6 20.8 20.8 25.8 28.5 21.2 29.5 26.0 19.2 22.4 16.2 24.4 14.1

10 19.6 22.7 22.6 21.2 28.6 24.3 24.8 21.9 26.0 21.1 19.1 20.7 28.5 16.6

11 12.0 16.8 19.3 13.6 19.1 19.6 26.7 16.8 19.2 21.1 24.1 16.5 23.7 8.9

12 18.1 17.7 21.8 15.1 22.5 20.3 24.6 19.4 22.4 19.1 24.1 18.5 24.8 12.8

13 11.7 15.7 19.7 13.4 18.8 18.5 18.7 16.5 16.2 20.7 16.5 18.5 20.9 16.1

14 19.0 25.0 24.5 20.9 25.3 22.5 24.8 22.2 24.4 28.5 23.7 24.8 20.9 15.8

15 13.4 15.8 16.2 16.7 15.5 16.5 15.6 12.8 14.1 16.6 8.9 12.8 16.1 15.8

Table 6. Similarity Comparison of Vascular Plants Between Euryale ferox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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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01 11.11 11.11 13.33 14.29 10.00 9.09 8.33 15.38 14.29 7.69 11.76 7.69 15.38 6.25 

02 11.11 21.43 25.00 21.05 20.00 18.75 11.76 27.78 21.05 22.22 18.18 16.67 22.22 14.29 

03 11.11 21.43 25.00 15.79 0.00 25.00 5.88 16.67 21.05 22.22 22.73 22.22 22.22 14.29 

04 13.33 25.00 25.00 24.00 19.05 18.18 21.74 25.00 28.00 20.83 17.86 29.17 20.83 29.63 

05 14.29 21.05 15.79 24.00 15.00 28.57 31.82 34.78 45.83 26.09 29.63 26.09 39.13 15.38 

06 10.00 20.00 0.00 19.05 15.00 5.88 22.22 26.32 15.00 21.05 17.39 15.79 21.05 18.18 

07 9.09 18.75 25.00 18.18 28.57 5.88 15.79 15.00 28.57 35.00 29.17 20.00 35.00 13.04 

08 8.33 11.76 5.88 21.74 31.82 22.22 15.79 33.33 36.36 9.52 20.00 23.81 23.81 8.33 

09 15.38 27.78 16.67 25.00 34.78 26.32 15.00 33.33 39.13 22.73 26.92 22.73 31.82 16.00 

10 14.29 21.05 21.05 28.00 45.83 15.00 28.57 36.36 39.13 26.09 25.93 30.43 39.13 15.38 

11 7.69 22.22 22.22 20.83 26.09 21.05 35.00 9.52 22.73 26.09 23.08 22.73 36.36 20.00 

12 11.76 18.18 22.73 17.86 29.63 17.39 29.17 20.00 26.92 25.93 23.08 19.23 30.77 20.69 

13 7.69 16.67 22.22 29.17 26.09 15.79 20.00 23.81 22.73 30.43 22.73 19.23 22.73 24.00 

14 15.38 22.22 22.22 20.83 39.13 21.05 35.00 23.81 31.82 39.13 36.36 30.77 22.73 16.00 

15 6.25 14.29 14.29 29.63 15.38 18.18 13.04 8.33 16.00 15.38 20.00 20.69 24.00 16.00 

Table 7. Similarity Comparison of Aquatic Plant Between Euryale ferox Habitats

4) 주목할만한 식물

가시연꽃은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이며(Ministry 

of environment, 2012)[3],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한국의 희귀

식물이다. 이 밖에도 희귀식물(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National Arboretum, 2008)[24]로는 취약종(VU)에 가시연꽃 

포함 통발 등 2분류군, 약관심종(LC)에 새박, 자라풀, 물질경

이 등 3분류군으로 도합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Figure 3). 저

수지별 희귀식물은 명덕지에서 가시연꽃, 자라풀 등 2분류군, 

상평저수지에서 가시연꽃, 통발 등 2분류군, 양곡저수지에서 

가시연꽃, 새박 2분류군, 대위저수지에서 가시연꽃, 물질경이 등 

2분류군이 확인되었고, 대정저수지, 궁둥저수지, 당하저수지, 

석남저수지, 선운산 생태습지, 애당저수지, 왕저수지, 육리, 한성

지에서 가시연꽃 1분류군이 각각 확인되었다.

가시연꽃 자생지에서 확인된 희귀식물의 종 정보 및 보전방안

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발(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은 통발과(Lentibulariaceae) 식물로 연못이나 저수지에서 자라

는 여러해살이 식충식물이며, IUCN 평가유형 중 취약종(VU)

에 해당된다. 통발은 군산 상평저수지에서 수십～수백 개체가 

연속적인 군락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 식물이 기존까지 우

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고 대부분의 자료에 언급되었으나, 최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은 참통발(U. tenuicaulis)이고 강

원도 일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통발이라고 

보고(Korea Forest Service과 Korea National Arboretum, 2012)

한 바 있다[24]. 이 식물은 참통발과 달리 꽃줄기의 너비가 줄기

보다 좁고 잎이 빽빽하게 배열된다고 보고하였으나, 향후 통발

과의 유연관계, 식물 분류학적 및 지리학적 재정립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새박(Melothrua japonica)은 박과(Cucurbitaceae) 

식물로 우리나라 일부 남부지방에서만 드물게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이며, IUCN 평가유형 중 약관심종(LC)에 해당된다. 

새박은 군산 양곡저수지에서 여러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우리나

라 저수지나 산지 가장자리에서 드물게 자라고 개체수가 많지 않

기 때문에 현 자생지의 보전 및 추가 자생지의 발견이 필요하다. 

또한 자라풀(Hydrocharis dubia)은 자라풀과(Hydrocharitaceae) 

식물로 수심이 낮은 저수지나 연못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

다. 이 식물은 김제 명덕지에서 수십～수백 개체가 연속적인 

군락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지만 자생지 및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보전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현 자생지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추가 자생지 확인 및 유전

자원을 확보한 후 현지내외 보전이 필요한 식물이다. 물질경이

(Ottelia alismoides)는 자라풀과(Hydrocharitaceae) 식물로 우리

나라 전역의 습지나 논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다. 이 식물은 

고창 대위저수지에서 여러 개체가 확인되었으나, 우리나라 전

역에도 자생지나 개체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 자

생지 확인뿐만 아니라 종자 채취나 생채 확보 등을 통해 향후 

서식지내 복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전자원을 확보해 둘 필요

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종인 특산식물(Korea National Arboretum, 

2005)[25]은 은사시나무, 능수버들, 키버들, 민땅비싸리, 개나리 

등 5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이 중 은사시나무와 개나리는 인위

적인 식재종이다. 각 저수지별 특산식물은 석남저수지에서 은사

시나무, 민땅비싸리 등 2분류군, 선운산 생태습지에서 능수버들, 

키버들 등 2분류군, 당하저수지에서 개나리 1분류군, 양곡저수

지와 제천2저수지에서 은사시나무 1분류군 등이 확인되었고, 

감동저수지, 궁둥저수지, 명덕지, 상평저수지, 애당저수지, 왕저

수지, 육리, 대위저수지, 한성지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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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uryale ferox habitats b. Euryale ferox c. 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d. Melothrua japonica e. Hydrocharis dubia f. Ottelia alismoides

  Figure 3. Noticeable Plants in Euryale ferox Habitats

Research, 2012)[26]은 Ⅴ등급에 통발, 자라풀 등 2분류군, Ⅳ

등급에 가시연꽃 1분류군, Ⅲ등급에 왜개연꽃, 단풍나무 등 2분

류군, Ⅱ등급에 새박, 갯기름나물, 어리연꽃, 물질경이 등 4분류

군, Ⅰ등급에 왕버들, 예덕나무, 동백나무, 뚜껑덩굴, 송악, 노랑

어리연꽃, 민바랭이새 등 7분류군으로 도합 19분류군이 확인되

었다. 저수지별 특정식물은 선운산 생태습지에서 왕버들, 왜개

연꽃, 가시연꽃, 단풍나무, 동백나무, 갯기름나물, 노랑어리연

꽃, 어리연꽃 등 8분류군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양곡저수지

에서 왕버들, 가시연꽃, 예덕나무, 뚜껑덩굴, 새박, 민바랭이새 

등 6분류군, 대정저수지에서 가시연꽃, 어리연꽃, 왕버들, 뚜껑

덩굴, 노랑어리연꽃, 민바랭이새 등 6분류군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궁동저수지, 상평저수지, 석남저수지, 왕저수

지, 대위저수지가 4분류군, 감동저수지, 당하저수지, 명덕지, 육

리에서 3분류군, 애당저수지, 한성지에서 2분류군, 제천2저수지

에서 1분류군 순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Ministry of environment, 2014)[3]은 애기수영, 돼

지풀, 미국쑥부쟁이, 털물참새피 등 총 56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귀화율(Numata, 1975)은 전체 312분류군의 관속식물 중 17.9%

로 분석되었다. 저수지별 귀화식물은 상평저수지에서 19분류군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당하저수지와 애당저수

지에서 18분류군, 한성지에서 17분류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2. 식생

1) 현존식생 개황

14개 가시연꽃 자생지의 군락유형은 대부분 가시연꽃군락이

었으며 군산의 대위저수지는 마름+가시연꽃+어리연꽃 군락으

로 정의하였다. 전체 자생지의 수면면적 대비 가시연꽃 자생

역의 면적비로 계산된 가시연꽃 녹피율은 0.03에서 36.50으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 녹피율은 9.8로 계상되었다

(Table 9). 14개 자생지의 우점군락은 제천방죽, 왕저수지에서

는 마름군락이 우세하였으며 육리저수지, 궁둥저수지는 줄군락

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남(용대)저수지와 한성지, 

대위저수지에서는 연 군락이 우세하였고 애당저수지, 양곡저수

지, 상평저수지 등에서는 나도겨풀 군락이 우세하였다. 특히 상

평저수지에서는 귀화식물인 털물참새피와 함께 나도겨풀이 우

세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가시연꽃군락이 우세한 조사지는 대

말방죽과 명덕지로서 이들 2개 조사대상지에서는 각각 녹피율 

30.6과 36.5를 보이는 가운데 가시연꽃이 가장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4). 한편 각 조사대상지별 가시연꽃 자생지

와 인접한 식생군락으로는 나도겨풀군락 3개소, 마름군락과 줄

군락이 각각 2개소, 연꽃군락, 어리연꽃+부들군락, 마름+연꽃

군락, 자라풀군락, 나도겨풀+털물참새피군락 1개소 그리고 가

시연꽃+마름군락 1개소 등으로 각 저수지마다 입지조건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Figure 5).

Koh, J. K.(1996)는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당음지 가시연꽃 

자생지의 식생은 3개 자생지에서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

음을 제시한 바 있다[17]. 즉 당음지의 경우, 가시연꽃이 우점

하며 마름, 노랑어리연꽃, 네가래, 생이가래, 검정말 등은 국소

적인 분포를 보이고 하안에는 부들이 부분적으로 서식한 반면 

상촌지는 가시연꽃과 연꽃이 우점하는 호소로 호변에는 여뀌, 

돌피, 털돌피 및 개구리밥이 군락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대풍지는 가시연꽃의 밀도와 피복률이 월등하였으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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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anical Names Ⅰ Ⅱ Ⅲ Ⅳ Ⅴ Botanical Names Ⅰ Ⅱ Ⅲ Ⅳ Ⅴ

Salicaceae Peucedanum japonicum Thunb. 2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 Oleaceae

Salix chaenomeloides Kimura 1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Salix preudolasiogyne H.Lev. ○ Menyanthaceae

Salix koriyanagi Kimura ○ Nymphoides peltata Kuntze 1

Polygonaceae Nymphoides indica (L.) O. Kuntze 2

Rumex acetocella L. ○ Convolvulaceae

Rumex crispus L. ○ Cuscuta pentagona Engelm. ○

Rumex nipponicus Franch. & Sav. ○ Ipomoea hederacea Jacq. ○

Rumex obtusifolius L. ○ Ipomoea purpurea Roth ○

Persicaria orientalis (L.) Spach ○ Ipomoea lacunosa L. ○

Chenopodiaceae Quamoclit coccinea Moench ○

Chenopodium album L. ○ Scrophulariaceae

Chenopodium ficifloium Smith ○ Veronica persica Poir. ○

Amaranthaceae Lentibulariaceae

Amaranthus patulus Bertoloni. ○ 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Tamura VU 5

Amaranthus viridis L. ○ Compositae

Amaranthus lividus L. ○ Helianthus tuberosus L. ○

Phytolaccaceae Ambrosia artemisiifolia L. ○

Phytolacca americana L. ○ Xanthium canadense Mill. ○

Nymphaeaceae Aster pilosus Willd. ○

Nuphar pumila (Timm) DC. 3 Aster subulatus Michx. ○

uryale ferox Salisbury ○ VU 4 Aster subulatus var. sandwicensis A.G. Jones ○

Cruciferae Erigeron annuus (L.) Pers. ○

Brassica juncea (L.) Czern. ○ Erigeron strigosus Muhl. ○

Lepidium virginicum L. ○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

Rosaceae Conyza sumatrensis E.Walker ○

Rubus fruticosus L. ○ Erechtites hieracifolia Raf. ○

Leguminosae Achillea millefolium L. ○

Indigofera koreana Ohwi ○ Chrysanthemum leucanthemum L. ○

Robinia pseudoacacia L. ○ Rudbeckia bicolor Nutt. ○

Amorpha fruticosa L. ○ Bidens frondosa L. ○

Trifolium repens L. ○ Bidens pilosa L. ○

Euphorbiaceae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

Mallotus japonicus Muell. Arg. 1 Coreopsis lanceolata L. ○

Euphorbia supina Rafin. ○ Coreopsis tinctoria Nutt. ○

Simaroubaceae Cosmos bipinnatus Cav. ○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 Taraxacum officinale Weber ○

Aceraceae Sonchus oleraceus L. ○

Acer palmatum Thunb. 3 Sonchus asper (L.) Hill. ○

Theaceae Hydrocharitaceae

Camellia japonica L. 1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LC 5

Cucurbitaceae Ottelia alismoides (L.) Pers. LC 2

Actinostemma lobatum Max. 1 Gramineae

Melothrua japonica Max. LC 2 Bromus unioloides H.B. & K. ○

Onagraceae Dactylis glomerata L. ○

Oenothera biennis L. ○ Lolium perenne L. ○

Araliaceae Festuca arundinacea Schreb. ○

Hedera rhombea (Miq.) Bean 1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Shin. ○

Umbelliferae Microstegium japonicum Koidz.

<Note> Ⅰ: Endangered wild pants, Ⅱ: Rare plant, Ⅲ: Endemic plants, Ⅳ: Floristic characteristics plants(Class), Ⅴ: Naturalized plants

Table 8. List of Plants Category in Euryale ferox Habitats



정원내 가시연꽃(Euryale ferox Salisbury)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韓國傳統造景學會誌 제34권 제1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95  93

Habitats
Mark 

Community Type

Area(100㎡) ratio of green 
coverage
(%)

Dominance community Surroundings Community
Surface

Euryale ferox 
vegetation

Nj01

Euryale ferox

21 0.3 1.43 Trapa japonica community Trapa japonica community

Nw02 132 0.8 0.66 Trapa japonica community Leersia japnica community

Ng03 26 0.9 3.46
Nymphoides indica+Typha 
orientalis community

Nymphoides indica+Typha orientalis 
community

Id04 180 55 30.56 Euryale ferox community Zizania latifolia community

Jh05 270 7.5 2.78 Nelumbo nucifera community Trapa japonica community

Ja06 220 55 25.00 Leersia japnica community Leersia japnica community

Jy07 558 16 2.87 Zizania latifolia community

Gg08 85 14 16.47 Zizania latifolia community Zizania latifolia community

Gy09 75 12 16.00 Leersia japnica community Leersia japnica community

Gs10 6,860 35 0.51 Nelumbo nucifera community
Trapa japonica+Nelumbo nucifera 
community

Km11 137 50 36.50 Euryale ferox community Hydrocharis dubia community

Ks12 85 0.5 0.59
Leersia japnica+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community

Leersia japnica+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community

Kd13

Trapa japonica 
+Euryale ferox+ 
Nymphoides indica 
community

1,980 0.5 0.03 Nelumbo nucifera community Nelumbo nucifera community

Id14 Euryale ferox 33,000 250 0.76 Phragmites communis community
Euryale ferox+Trapa japonica 
community

3,116.4 35.5 9.8

Table 9. Ratio of Ggreen Coverage and Dominance Community of Euryale ferox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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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atio of Ggreen Coverage of Each Euryale ferox Habitats

지 수변과 저지에서 여뀌군락과 돌피 그리고 털돌피가 혼생하

며 개구리밥이 호변에 대상(帶狀)으로 분포한다고 밝힌 바 있

다. 이와 같은 상호 결과를 비교할 때 생육지의 여건에 따라 가

시연꽃의 밀도 및 군락성 정도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마름, 어리연꽃, 부들 등의 군락이 양자 생육지에서 공히 관찰

되었다.

2) 군락 유형에 대한 견해

Lee, Y. K.(2004)은 우리나라 하천식생의 군락생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서 식생의 공간분포가 생육입지의 안정성과 수

분조건 그리고 수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28].

Lee, S. E.(2009)은 경남지역의 낙동강 잠재범람습지의 식생

유형을 4개 습지추이대, 조간대, 진연안대 그리고 원수대로 유

형화한 바 있다[29]. 이 때 원수대의 수중식생을 마름군락, 자

라풀군락, 가시연꽃-마름군락, 노랑어리연꽃군락, 애기마름군

락, 어리연꽃군락, 연꽃군락, 가래군락, 네가래군락, 나사말-검

정말군락 그리고 생이가래-개구리밥군락 등 총 11개 유형으로 

세분한 바에 따르면 가시연꽃을 구성종으로 한 군락은 가시연

꽃-마름군락으로 제시하여 순수한 가시연꽃 단일 군락을 배제

한 바 있다. 한편 Lee, K. M.(2010)는 수생태계 유형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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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echeon2 reservoir b. Whang reservoir c. Kamdong reservoir,

d. Daejung reservoir e. Hansung-ji f. Aeadang reservoir

g. Yukri reservoir h. Gungdong reservoir I. Yanggok reservoir

j. Suknam reservoir k. Myungduk-ji l. Sangpyung reservoir

m. Daewyi reservoir n. Dangha-ji o. Sunwoonsan pond

  Figure 5. Actual Vegetation Map of Euryale ferox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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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변식생 유형 중 소택형습지의 군락유형으로 고마리군

락, 산딸기군락, 매자기군락, 달뿌리풀군락, 부들군락, 줄군락을 

비롯한 국가감시대상 식물종인 가시연꽃군락 등을 보고하였다

[30]. 또한 Lee, Y. K.(2004)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 하천 수중

식생 중 부유․침수식생으로 이삭물수세미-검정말군락, 마름

군락, 애기마름군락, 노랑어리연꽃군락, 가시연꽃-마름군락, 말

즘군락, 네가래군락, 대가래군락, 자라풀군락, 가래군락, 물별이

끼군락을 제시한 바 있다[19].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KAECI(2012)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2010년 8개 지역

에서 가시연꽃의 생육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가시연꽃의 생육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이 다수 있

었다고 전제한 뒤[31], 그나마 2011년 현재 임실․김제․정

읍․고창 등 5개 지역에서 가시연꽃의 생육이 확인되었으며 특

히 임실의 대정저수지와 정읍의 주동저수지에서의 가시연꽃 

생육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엽식물인 가시

연꽃과 마름은 서식지 요구도가 매우 유사한 동반식물임을 유

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 있듯이 

다산시문집 [8]에 실린 ｢제서호부전도｣의 설명과 같이 가시

연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연과 마름과 자생지 여건을 함께 공

유하는 식물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못 조성시 기

존 주 도입식물인 연과 함께 마름을 주요 구성종으로 식재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및 착안점

본 연구는 가시연꽃(Euryale ferox Salisbury)을 구성종으로 

하는 연못의 식재기반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을 목적

으로, 전라북도 내의 가시연꽃 자생지 14곳에 대한 문헌 및 현

장조사를 통해 자생지의 식물상과 식생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

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와 착안점을 얻었다.

1. 생육지 14곳의 전체 식물상은 79과 211속 298종 2아종 

30변종 6품종으로 총 336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정수성 

수생식물은 17분류군, 부엽성은 가시연꽃을 포함하여 7분

류군, 부유성은 5분류군 그리고 침수성 수생식물은 2분류

군으로 분류되었다. 수생식물만을 대상으로 한 유사도분

석 결과, 한성지와 석남저수지가 45.83%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곡저수지와 석남저수지, 당하지가 

각각 39.13%로 나타났으며, 궁동저수지와 석남저수지․

명덕지와 당하지가 각각 36.36%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감동저수지와 애당저수지가 0%로 나타났

고, 그다음으로 제천2저수지와 선운산 생태습지가 6.25%

로 나타났다. 가장 유사도가 높은 정읍 한성지와 고창 석

남저수지에서는 가시연꽃 이외에 부엽성식물로 연꽃과 

마름이 동일하게 서식하고 있다.

2. 생육형별 수생식물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가시연꽃 이외

에 정수성식물인 뚜껑덩굴과 갈대가 각각 11회 출현하여 

78.6%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부엽성 수생식물인 마름

이 10회(71.4%), 줄이 8회(57.1%) 출현하였다. 이밖에 고

마리, 겨풀, 마름, 개구리자리, 물피, 매자기, 연꽃, 어리연

꽃의 순으로 출현율이 높았다.

3. IUCN 평가기준에 따른 조사대상 가시연꽃 생육지에 발견

된 희귀식물은 가시연꽃과 함께 취약종(VU)인 통발, 이

외에 약관심종(LC)인 새박, 자라풀, 물질경이 등 3분류군

으로 도합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한편 전체 가시연꽃 생

육지내 귀화율은 전체 312분류군의 관속식물 중 17.9%로 

분석되었다. 귀화식물은 상평저수지(19분류군)와 당하저

수지와 애당저수지(18분류군), 한성지(17분류군) 등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된 애기수영, 돼

지풀, 미국쑥부쟁이, 털물참새피 등의 관리가 요망된다. 

특히 털물참새피는 식생군락의 구성종으로도 구분될 정도

로 세력이 매우 커서 특별관리가 요망된다. 

4. 가시연꽃 자생지의 군락유형은 대부분 가시연꽃군락이었

으며 군산의 대위저수지는 마름+가시연꽃+어리연꽃군락

으로 정의하였다. 자생지별 가시연꽃의 녹피율은 0.03에서 

36.50으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 녹피율은 9.8

로 계상됨에 따라 연못 조성시 가시연꽃의 녹피율을 10%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5. 생육지별 최대 우점군락은 제천방죽과 왕저수지에서는 마

름군락이 우세하였으며 육리저수지, 궁둥저수지는 줄군락

이, 용대저수지, 한성지, 대위저수지에서는 연꽃군락이, 애

당저수지, 양곡저수지, 상평저수지 등에서는 나도겨풀군

락이 우세하였는데 특히 상평저수지에서는 귀화식물인 털

물참새피와 함께 나도겨풀이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지별 가시연꽃 자생지와 인접한 식생군락으로는 

나도겨풀군락 3개소, 마름군락과 줄군락이 각각 2개소, 연

꽃군락, 어리연꽃+부들군락, 마름+연꽃군락, 자라풀군락, 

나도겨풀+털물참새피군락 1개소 그리고 가시연꽃+마름

군락 1개소 등으로 각 저수지마다 입지조건 등에 따라 다

소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시연꽃을 주

요 구성종으로 하는 연못의 식물 식재시 부엽식물의 종류 

및 식피율 배분에 반영해야 할 지침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추후 가시연꽃 생육지의 수환경과 토양환경에 대한 조사 결

과의 보완을 통해, 가시연꽃을 주종으로 하는 연못 조성의 식

재설계 준칙의 구축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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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시연’은 20세기 초까지 ‘거싀련’ 또는 ‘거싀년’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20C 초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1938) 에도 ‘가시연’은 보이지 

않고 ‘거싀년，거시련’의 형태만 실려 있다. ‘가시연’은 큰사전(1947)

에 와서야 식물명으로 등장하고 있다(Chang, J. D., 2007)[1]. 

주 2) 가시연꽃의 조경적 활용과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는 고려 중기의 문

인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李奎報, 1168∼1241)의 문집인 동

국이상국집 [32]에 수록된 ｢태재기(泰齋記)｣에는 사랑채에 풍헌(風

軒)ㆍ수사(水榭)ㆍ화오(花塢)ㆍ죽각(竹閣)이 어우러진 36동천의 경

지를 가꾸었고 커다란 연못에 가시연꽃과 거위, 오리 등을 길러 즐겼

음을 노래하고 있다. 동문선 에 실린 이첨(李詹, 1345∼1405,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의 ｢야망정기｣에는 이자가 송당 인근에 야망정

을 짓고 연못인 파당을 만들어 마름, 가시연꽃, 부들을 가꾸며 풍광

을 즐기는 정경이 묘사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의 기

문 ｢제황상유인첩｣, 그리고 성현집 에 수록된 ｢서고정사기｣ 등에서

도 가시연을 관상용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가시연

꽃의 조경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 실증 사례로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251번지 소재 ‘서고정사(西皐精 )'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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