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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멸종위기종 꼬리겨우살이의 기주선호성과 서식환경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꼬리겨우

살이가 자생하는 강원도 7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주목의 DBH, 기주 높이, 가지고사 및 기주 당 꼬리겨우살이와 겨

우살이가 자생하는 수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270개체의 꼬리겨우살이를 420개 기주목에서 발견하였으며, 동

일한 227개 기주목에서 665개의 겨우살이를 발견하였다. 기주목은 5과 6속 8종 1변종으로 참나무과에서 86.9% 빈도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꼬리겨우살이가 자생하는 해발고는 420~1,250 m로 나타났으며 주요 해발고는 600~900 m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목의 평균 DBH와 기주 높이는 각각 38.6 cm와 13.0 m였으며, 가지고사는 300개의 기주목에서

기주목당 1.5개의 빈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주목의 특성 중 DBH가 꼬리겨우살이의 군집과 지역적 분

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distribution, host preference and habitat characterstics

of the endangered mistletoe species, Loranthus tanakae in Korea. Seven sites were selected for sampling in

Gangwon Province, located in middle of Korea. Parameters including DBH, attached height, twig death, and the

number of L. tanakae and Viscum album var. coloratum per tree for all infected individuals were investigated.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seventy L. tanakae plants were found on the 420 host trees with 665 V. album

var. coloratum on 227 of the trees. The infested host trees belonged to eight species and one variety species

from six genera and five families. The highest percentage (86.9%) of individuals of L. tanakae were growing

on Fagaceae. The infected trees occurred between altitudes of 420 m and 1,250 m above the sea level, but most

of them were between 600 m and 900 m. The mean DBH and heights of parasitism were 38.6 cm and 13.0

m, respectively. Twig death was also observed on 300 host trees (71.4%) and 1.5 twig per tree. Most of the

popula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L. tanakae were highly affected by DBH out of some individual tre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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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꼬리겨우살이(Loranthus tanakae Franch. & Sav.)는 단

향목(Santalales) 꼬리겨우살이과(Loranthaceae)에 속하며,

참나무류(Quercus spp.)와 밤나무(Castanea crenata)에 기

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낙엽기생관목이다(이창복, 1985).

실제 꼬리겨우살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분포지

역이 한정되어 있는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종에 속한다.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縣, 현)별로 꼬리겨우살이의 보호

등급을 지정해 놓았으며 대부분 IUCN의 취약종(VU,

Vulnerable)과 같은 단계인 ‘絶滅危  II 類’(멸종의 위협

이 증가하고 있는 종)에 지정해 놓고 관리하는 등 매우 높

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http://www.jpnrdb.com). 또한 중국

에서도 제한된 분포지역, 생육조건의 악화로인해 꼬리겨

우살이의 전파속도가 감소하여 어린치수의 발생이 줄어

들고 있으므로 보호하지 않으면 멸종될 것이라고 보고하

였다(Wang and Li, 2001; Si et al., 2008). 이렇게 꼬리겨

우살이가 분포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병천 등(2007)이 꼬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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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살이를 취약종(VU, Vulnerable)의 등급으로 구분하였으

며, 한국의 희귀·멸종위기식물 보고 목록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위협종 등급(EN, Endangered)으로 구분하였다(Lee

et al., 2009). 이와 같이 꼬리겨우살이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지만 꼬리겨우살이에 관한 국내의 서식환경 및

기주목 특성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보존전략 또한 전무

하다. 심지어 기존에 보고된 몇몇 분포지의 식생조사에서

도 꼬리겨우살이는 발견되지 않고 문헌상으로만 기록되

어 있다(김용식 등, 1997; 1998; 홍문표, 2004; 유기억과

이우철, 2004; 백원기 등, 1998; 산림청, 2008).

멸종위기종에 관한 연구는 종 선정 자체를 중시하는

것보다 해당 종의 분포지 및 분포지에서의 개체 수 현황

을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멸

종위기종에 따른 복원 대책과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 되

어야 한다(장진성 등, 1988). 하지만 국내 현황은 멸종위

기종의 분포지, 분포 현황 및 선정 후의 해당 종의 복원

대책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

다(김은식, 1999). 특히 대상종의 분포 범위와 인간의 간

섭정도, 자연적 번식의 용이성, 파괴지에 대한 복원 가

능성,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반응 등을 고려

하여 문제되는 종에 대한 선발을 실시한 후 종의 멸종

방지책과 복원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김은식,

2002). 하지만 꼬리겨우살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인 상태로 국내에서는 꼬리겨우살이의 잎과 줄기의 해부

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최경 등, 2009)와 기내 및 기외 발

아에 관한 연구(이수광 등, 2010a; 이수광 등, 2010b)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특히 특정 식물이 생육하는데 요구

되는 환경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안영희와 최광율, 2002)

불구하고 꼬리겨우살이의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해 스위스에 자생하

는 오스트리아겨우살이(Viscum album spp. austriacum)

의 한계 분포지가 백 년 전 1,000~1,100 m에서 현재의

1,250 m로 상승하였음을 보고(Dobbertin et al., 2005)한

것과 같이 고지대에 분포하는 기생식물의 한계 해발고

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또한 꼬리겨우살이의 종자를

산포시키는 매개체인 조류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하

여 서식지 및 월동지역, 이주행동, 산란시기, 먹이패턴

등의 피해를 받아 겨우살이 식물 분포 및 전파에 영향을

끼친다(이두표, 2005). 이와 같이 현재 꼬리겨우살이의

서식환경 및 기주목 특성 등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꼬리겨우살이의 자연적 및 인위적 위협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꼬리겨우살이의 분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꼬리겨우살이의 분포역 및

자생지에서의 개체 수 현황과 서식환경을 조사, 그리고 기

주선호성과 기주목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멸종위기종 꼬

리겨우살이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꼬리겨우살이의 서식지, 서식환경 및 기주목 분석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존에 알려진 꼬리

겨우살이의 자생지 및 탐문, 탐색조사를 통해 밝혀진 강

원도 일대 자생지 7개 지역(가리왕산, 가리산, 발교산,

설악산, 오대산, 정선군 숙암리, 태기산)을 선정하여 현

지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강원도와 인접하고 강원

도 선정지역과 지역적 특색이 비슷한 경기도의 명지산,

명성산, 연인산, 화악산 일대 또한 자생지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꼬리겨우살이가 발견되면 그 주변 반경 1 km

까지 탐색하여 꼬리겨우살이의 출현 유무를 조사하였

다. 자생지의 정확한 위치와 환경요인은 방위, 고도를

중심으로 GPS(Global Position System, Magellan Triton

1500)를 이용하여 기록하였으며, Vantage Point 프로그

램(Magellan)을 사용하여 지리정보 및 자생지 면적 등

을 분석하였다. 꼬리겨우살이의 기주목 분석은 꼬리겨

우살이가 기생하는 모든 기주목을 탐색하여 전수조사

후 기록하였으며 기주목의 종류와 기주 높이, 기주목당

꼬리겨우살이 및 겨우살이의 개체 수, 기주목의 수고와

DBH, 꼬리겨우살이로 인한 가지고사 등을 기록하여 분

석하였다.

Table 1.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ed sites for the endangered mistletoe species, L. tanakae.

No. Site Latitude Longitude Altitude(m) Topography Forest  Type* Direction

1 Garisan 37° 54' 127° 58' 400~950 Ridge B N, W

2 Kariwangsan 37° 26' 128° 33'~35' 480~1,140 Ridge B WS, S

3 Balgyosan 37° 41' 128° 5' 500~780 Ridge B WS

4 Seoraksan 38° 9'~11' 128° 20'~27' 450~1,270 Ridge B, M N, E, W, S

5 Odeasan 37° 45'~47' 128° 32'~35' 710~1,250 Ridge B ES, S

6 Sukamri 37° 29'~30' 128° 37'~36' 660~1,060 Ridge B W, S

7 Taegisan 37° 38' 128° 14'~16' 550~980 Ridge B N, E, W

*B: Broadleaf forest, M : Mixed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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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처리

꼬리겨우살이의 기주 군집과 기주목의 DBH 및 기주 높

이와의 유의성 분석을 위해 One-way ANOVA test를 실시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ver. 12.0 Kor)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꼬리겨우살이의 서식지 및 서식환경 특성

조사된 7개 지역에서 꼬리겨우살이는 1,270개체가 420

개의 기주목에서 기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꼬리겨우살이가 발견된 자연 식생은 활엽수림(신갈나무,

신갈-박달나무, 신갈-느릅나무, 신갈-서어나무, 신갈-떡갈

나무) 및 신갈-소나무 천연혼효림으로 산 정상 부근 및 능

선 부근의 햇볕이 잘 드는 지역에서 방위와 상관없이 모

든 방향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생 해발고는

420~1,250 m에서 발견되었으나 주로 600~900 m 사이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기후와 해발

고가 강원도와 비슷하며 참나무(신갈나무) 천연림으로 이

루어진 경기도의 몇개 지역에서는 꼬리겨우살이의 자생

기록이 전무하며 금번 조사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Kartoolinejad 등(2007)은 겨우살이가 자생하기 적합한 조

건을 지닌 지역일 지라도 자생지에 비해 조류, 수분매개

체, 기주목 및 고도가 달라짐에 따라 겨우살이의 기주패

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우살이가 자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꼬리겨우살이도 그러한 원인에 의해 자

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설악산

조사 지역 중에서 국내 최대 군락지로 판단되는 설악산

자생지(6 km2)의 175개 기주목에서 566개체를 발견하였

다. 설악산 지역의 꼬리겨우살이 자생지는 주로 내설악 백

담계곡 일대 신갈나무, 신갈-소나무 천연혼효림의 모든 사

면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외설악 지역에서는

신갈-서어나무림의 몇몇 개체에서 관측할 수 있었다. 설

악산의 식생은 90% 정도를 신갈나무림이 우점하는 것으

로 보고(유기억과 이우철, 2004)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국

립공원(1970년 지정) 및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1982년)되어 있어 인위적인 간섭이 가장 적어 이미

꼬리겨우살이의 최대군락지이면서 이상적인 자생지로 판

단된다.

2) 태기산

설악산 지역 다음으로 많은 개체가 발견된(141개 기주

목, 430개체) 태기산 지역은 신갈-박달나무 천연림으로 국

립공원인 설악산과 오대산에 비해 인위적 간섭이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능선의 정상부위에서 많은 수의

신갈나무와 박달나무가 꼬리겨우살이 채취목적으로 벌채

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3) 오대산

오대산 지역의 꼬리겨우살이 자생지는 남, 동남 방향의

신갈나무 및 신갈-느릅나무 천연림이었으며, 산발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로 옆에 있는

나무에서도 자생이 관측되었으며,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

이가 같이 자생하는 곳에서 많은 양의 겨우살이 종자가

포함된 조류 배설물을 관측할 수 있었으나 꼬리겨우살이

종자가 포함된 조류 배설물은 관측할 수 없었다. 또한 산

정 부위에서 당단풍나무에서 기생하는 것이 처음으로 관

측되었다.

4) 가리왕산

가리왕산 지역의 꼬리겨우살이 자생지는 신갈-박달나무

천연림으로 절벽 및 급경사지였으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

이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꼬리겨우살이가 기생하는 3

개의 기주목에서 8개의 겨우살이를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의 주변 나무에서 겨우살이가 많이 자생하고 전파되어 있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가리산

가리산 지역의 꼬리겨우살이 자생지는 능선부근에만 가

늘고 길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자연적 · 인위적

Table 2. The investigation of L. tanakae habitats and host plants.

Habitat 
No.

No. of total
 individuals

No. of
total hosts

No. of host
species

No. of V. album
 on same tree

No. of twig
 death

Habitats area
(km2)

1 18 8 2 11 10 2

2 21 3 2 8 11 3

3 3 3 2 1 0 .004

4 566 175 6 203 339 6

5 192 69 6 180 92 4

6 40 21 2 29 7 2

7 430 141 5 233 168 6

Total 1,270 420 9 665 627 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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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섭이 가해진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강원도 임상으로

보기 힘든 신갈-떡갈나무 천연림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많

은 수의 신갈나무 및 떡갈나무가 꼬리겨우살이 및 겨우살

이 채취목적으로 벌채되어 있었다. 특히 꼬리겨우살이 및

겨우살이 자생지의 한 쪽 사면은 모두 벌채된 후 소나무

가 조림되어 있었다.

6) 정선군 숙암리

정선군 숙암리 지역의 꼬리겨우살이는 신갈나무 천연

림의 남, 서 사면에서 비교적 낮은 수고의 기주목에 기생

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 나무가

적응하기 위해 수고가 높지 않고 점차 왜성으로 변해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임도 주변의 신

갈나무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벌채된 흔적을 많이 발견

할 수 있었으며, 인접지역에 한우농장이 자리하고 있어 점

차 멸절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7) 발교산

발교산 일대에서는 신갈나무 천연림에서 3개의 기주목

에서 3개의 개체를 발견하였으나 모두 기주목의 최고 높

이에서 기생하였으며 주변에서 많은 수의 겨우살이를 발

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꼬리겨우살이가

겨우살이와의 경쟁에서 도태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꼬리겨우살이의 자생지는 불연

속성으로 단편화(fragmentation)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자생지의 단편화는 유전자 부동, 자가 수정 등으로

유전적 감퇴를 불러 일으켜 겨우살이의 생존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Stanton et al., 2009). 또한 겨우살이 자생지

의 단편화가 지속된다면 환경스트레스 및 기후변화에 적

응하는 능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Stanton et al., 2010)

된 바와 같이 꼬리겨우살이 또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능

력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꼬리겨우살이의 기주선호성과 기주목의 특성

본 연구결과 꼬리겨우살이의 기주목은 5과 6속 8종 1변

종으로 자작나무과(물박달나무, 박달나무, 서어나무), 참

나무과(신갈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느릅나무과(느릅

나무), 장미과(산벚나무) 및 단풍나무과(당단풍나무)인 것

으로 관측되었다(Figure 1). 이는 중국에서 꼬리겨우살이

의 기주목은 장미과,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느릅나무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Qui and Gilbert, 2003)와 일본에

서 참나무과, 보리수나무과, 단풍나무과 등에 기생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ikuchi, 196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기주목 중에서는 신갈나무에서 83.3%(420개 기주목

중 350개)로 가장 많이 기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

살이는 기주목의 종류에 따라 기주목이 10종 이하의 종

(Specialist-mistletoe)인 겨우살이와 기생하는 기주목이 10

종 이상의 다양한 종(Generalist-mistletoe)으로 나뉜다

(Downey, 1998). 겨우살이는 한정된 종 및 특별한 종에 기

생하면 멸종위협에 쉽게 처하는 위험이 있어 대부분의 기

생식물은 다양한 종에 기생하도록 진화되어 있으며 기주

목이 10종 이하인 종은 드물게 남아있다고 보고(Barlow,

1981; Reid et al., 1995)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꼬리겨우

살이는 10종 이하로 한정된 기주목에 기생하는 기생식물

로 밝혀졌으며, 모두 활엽수에서만 기생이 확인되었으며

침엽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주목의 평균 DBH는 38.6±13.5 cm(mean ± S.D)로 수

령이 오래되고 키가 크고 안정적인 상태의 나무에 기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무엇보다 꼬리겨우살이의

기주 군집과 기주목의 DBH가 고도의 유의성(p<0.000)을

보였다(Table 3). 이는 겨우살이 열매를 분산시키는 역할

을 하는 조류가 나무 정상 부근이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

에 앉아 쉬는 것을 선호하며 수령이 오래된 나무일수록

Figure 1. The frequency of infested host trees. Indicated bars

were investigated out of 420 trees.
Qm : Quercus mongolica (Fagaceae)

Bs : Betula schmidtii (Betulacea)

Qs : Quercus serrata (Fagaceae)
Ud :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Ulmaceae)

Cl : Carpinus laxiflora (Betulacea)

Bd : Betula davurica (Betulacea)
Qd : Quercus dentata (Fagaceae)

Ps : Prunus sargentii (Rosaceae)

Ap : Acer pseudo-sieboldianum (Aceraceae)

Figure 2. The frequency of L. tanakae host trees DBH. Indicated
bars were investigated out of 420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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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이 넓고 수고가 커서 조류가 배설한 종자가 정착하기

쉬워 겨우살이가 잘 번성하는(Briggs, 2003; Thomson and

Mahall, 1983; Zuber, 2004)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수령이 일정 정도 수준의 나무에서만 기생이 가

능한 것으로 이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의 숲에서만

꼬리겨우살이가 자생함을 의미한다. 특히 기주목의 DBH

가 10 cm 미만인 어린나무에서는 겨우살이(Viscum album)

가 기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Kartoolinejad et al., 2007)

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도 10 cm 미만의 나무에서는 적

은 개체수의 꼬리겨우살이가 기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기주목의 기주 높이는 주로 수관(crown)부위(기주 높

이:13.0±3.7 m, mean±S.D)인 것으로 관측되었으며(Figure

3), 그 부위와 높이가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였다

(Figure 4-A). 따라서 기주 높이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

는 기주목이 지역적 특성에 적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

고가 낮아진 기주목에 기생하는 것과 겨우살이가 착생한

부위의 윗부분이 고사하여 겨우살이가 착생한 부위의 밑

에 있는 눈이 자라 수고를 형성하는 현상인 가지고사

(Figure 4-A)에 기인하여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나무의 수간 부분에도 꼬리겨우살이가 극

히 드물게 기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고사하는 과

정 중인 것으로 관측되어(Figure 4-B) 꼬리겨우살이는 양

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꼬리겨우살이는 기주목당 3개, 한

기주목에 최대 22개가 기생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와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L. tanakae infection intensity

with DBH and attached height of host (N=420).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valuep-value

DBH 865.394 56 15.453 2.279 0.000

Attached height 175.027 18 9.724 1.434 0.121

DBH* Attached height 1733.335 272 10.461 1.543 0.002

Figure 3. The frequency of L. tanakae attached height of host

trees. Indicated bars were investigated out of 420 trees.

Figure 4. Host and parasitic characteristics of L. tanakae. 
A : L. tanakae on Q. mongolica and twig death because of L. tanakae.

B : Dying L. tanakae on middle size trunk of host tree.

C : L. tanakae (L) and V. album var. coloratum (V) on the same host tree.
D : Seed clump of V. album var. coloratum in same habitat of L. tanakae and V. album var. colo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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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꼬리겨우살이의 자생조건으로 기주목 종류와 특성

(특히 DBH)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꼬리겨우살이로 인한 기주목의 가지고사(Figure 4-A)는

420개 기주목 중에서 300개 기주목(71.4%, 총 627개 가지)

에서 확인되었다. 겨우살이로 인한 가지고사는 겨우살이

가 기생한 부위의 윗부분에 있는 기주목 잎의 면적과 수

가 감소하고 결국 겨우살이가 기생한 가지의 끝 부분이

고사하면 보다 더 많은 광과 수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Martin and Barry, 1989)이 있다.

3. 꼬리겨우살이의 위협요인

꼬리겨우살이를 위협하는 요인은 자연적 위협과 인위

적 위협으로 나뉜다. 자연적 위협은 꼬리겨우살이가 경쟁

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는 것이며, 인위적 위협은

꼬리겨우살이를 직접 채취하여 개체군을 감소시키는 것

과 꼬리겨우살이의 자생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연적 위

협에 해당하는 겨우살이는 665개가 227개 기주목(54.1%)

에서 꼬리겨우살이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꼬리겨우살이가

기생하는 기주목에 최대 30개의 겨우살이가 기생하며 기

주목 당 2.93개의 겨우살이가 꼬리겨우살이와 같은 기주

목에 기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꼬리겨우살이가

발견된 지역 모두 겨우살이가 함께 발견되었다(Figure 4-

C). 따라서 겨우살이가 꼬리겨우살이에게 자연적인 위협

을 가장 크게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러시아, 일

본,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 폭 넓게 분포하며, 국내

에서 자생하는 겨우살이 중 분포지가 가장 넓고 기주목

또한 다양한 기생식물이다(이보덕, 2010). 특히 겨우살이

류 중에서 겨우살이가 포함된 겨우살이(V. album)의 아종

(亞種) 및 변종(變種)이 20분류군 이상으로 가장 많고 지

역적 특색에 맞게 잘 진화되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종이다(Zuber, 2004). 또한 원시종으로 꼬리겨우살이과

(Loranthaceae)와 진화종으로 겨우살이과(Viscaceae)로 구

분하고 있으며, 실제 겨우살이과 식물들은 꼬리겨우살이

과보다 더 진화되어 같은 지역 내에서 점차 우점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ickrent, 2002). 본 조사를 통해서

꼬리겨우살이는 해발고 420~1,250 m의 특정한 환경을 선

호하는 반면 겨우살이는 10~1,200 m의 해발고에 폭넓게

자생하며 무엇보다 기주목이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보덕, 2010). 또한 꼬리겨우살이는 기주목의 수관 끝부

분에 기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겨우살이는 기주목

의 수관 뿐 아니라 수간과 가지 상관없이 높이 1~15 m 사

이 어디서나 기생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와 같

이 기주 부위에 따라 겨우살이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낙

엽성의 꼬리겨우살이는 잎이 달려 있는 동안 광합성 효율

을 극대화시켜 양분을 미리 저장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고

겨우살이는 상록성으로 기주목의 잎이 모두 떨어진 겨울

에도 광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등으로

Nickrent(2002)는 Viscum album 및 그 아종과 변종을 기

주목과 다른 기생식물에 유해한 기생식물로 규정하였다. 

겨우살이에 속하는 식물의 종자는 주로 조류에 의해 전

파되며 분포 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겨우살이 종자를 섭

식하는 조류의 종 다양성이 겨우살이 군집의 유지 및 전

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자 산포 매개체가 희귀할 경우 종자의 전파력이 약하여

그만큼 개체수가 적어진다(Willson and Traveset, 2000).

꼬리겨우살이의 경우 일본에서 Yoshida 등(2001)이 황여새,

홍여새, 직박구리가 꼬리겨우살이의 열매를 먹고 배설할

때 일정기간 떨어진 지역에 종자를 포함한 배설물이 나뭇

가지에 떨어져 전파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겨우살이의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류가 꼬리겨우살이와 겨

우살이의 국내 자생지 내에서 꼬리겨우살이 열매보다 겨

우살이 열매를 더 선호하여 꼬리겨우살이 서식지 내에서

겨우살이의 배설물만을 관측할 수 있었다(Figure 4-D). 이

와 함께 본 조사를 통해 가장 문제 되는 점은 꼬리겨우살

이의 어린 치수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겨우살이 유묘는 조

사된 모든 지점에서 관측이 가능하였다. 관측된 꼬리겨우

살이 개체들은 모두 수령이 최소 5년 이상의 개화가 가능

한 성숙개체였다. 따라서 겨우살이와 꼬리겨우살이 경쟁

이 지속된다면 꼬리겨우살이는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으

며 결국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을 포함

하여 조사된 모든 자생지에서 인간에 의한 채취현장을 목

격하여 인위적 위협이 가중되어 멸종의 속도가 더욱 빨라

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꼬리겨우살이를 더이상

위협 상태로 놓이지 않게 하거나 멸종을 방지하는 적극적

인 보전방안이 필요하다.

4. 꼬리겨우살이 집단의 보전방안

본 조사를 통해 꼬리겨우살이는 천연림에서만 자생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천연림의 보호방안과 함께 꼬

리겨우살이의 보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꼬리

겨우살이를 보전하는 방안으로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최대 군락지로 밝혀진 설악산, 태기산, 오대

산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내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보존

현황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자생지역을 철저히 보호하여

야 할 것이다. 이미 꼬리겨우살이의 몇몇 자생지는 자생

지의 단편화가 진행되고 겨우살이와의 경쟁으로 도태되

어 가까운 미래에 자연적으로 멸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넓은 지역에 걸쳐 여러 집단으로 자생하는 위 지역

을 꼬리겨우살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전적 다

양성과 종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생물학적 보전방안으

로 보전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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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대 군락지인 설악산, 태기산, 오대산 일대에 대

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체군의 동태를 살피

고 꼬리겨우살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을

적절히 설정하고 이 결과를 보존구역에 설치함으로써 홍

보효과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꼬리

겨우살이에 관한 분포 및 자생지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

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

하고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꼬리겨우살이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류생태, 생활사 및 유전

다양성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셋째, 꼬리겨우살이의 번식법과 자생지외 보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본 연구팀은 꼬리겨

우살이의 기내 외 증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생식물의 특이성으로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장기적이고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여 기내대량생

산 및 기외번식 등에 관한 보존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성분분석, 기능성 소재개발 등의 이용적 측면의 연

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꼬리겨우살이의 남획을 없

애야 한다. 현재 꼬리겨우살이 자생지에서 꼬리겨우살이

가 겨우살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꼬리겨우살이가

멸종위기종임을 알림과 동시에 채취를 방지하는 차원에

서 감시하여야 하며, 만약 꼬리겨우살이를 채취하다 적발

되었을 시에는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꼬리

겨우살이가 자생하는 지역 모두를 감시할 수는 없는 실정

이지만 꼬리겨우살이는 DBH가 크고, 수고가 높은 나무에

기생하기 때문에 채취하기 위해서는 전기톱이나 톱이 필

요하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함

으로써 채취에 대한 위협을 줄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꼬리겨우살이 자생지 내

에서 경쟁종인 겨우살이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한

다.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는 서식지 복원보다는 서식지내(현지 내)에서 자연스럽게

집단이 생육할 수 있도록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전략이 가

장 바람직하다(안진갑 등, 2008).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자

생하는 겨우살이는 겨우살이와 꼬리겨우살이 두 종 뿐이

다. 본 연구를 통해 겨우살이와 꼬리겨우살이는 서로 경

쟁관계에 있으며, 겨우살이의 기생전략이 꼬리겨우살이의

기생전략보다 진화되어 동일한 자생지내에서 점차 우점

하여 꼬리겨우살이가 도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적극적인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경쟁종인 겨우살이를 제거함으로써 조류가 자

연스럽게 꼬리겨우살이 열매를 먹고 전파할 수 있는 자연

적인 방식의 보존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결 론

강원도 지역 내 멸종위기식물 종인 꼬리겨우살이의 분

포역, 자생지에서의 개체 수, 서식환경 및 기주선호성과

기주목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분석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강원도내 꼬리겨우살이 분포 역은 설악산, 태기산,

오대산, 정선군 숙암리, 가리왕산, 가리산 발교산으로 나

타났으며, 분포지에서의 개체 수는 전수조사에서 총 1,270

개체가 확인되었고, 개체군의 공간분포는 불연속성을 띈

집중분포 형태를 띠고 있었다.

둘째, 꼬리겨우살이 서식환경의 입지는 해발고 420~1,250

m로 나타났지만, 주요 해발고는 600~900 m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방위는 모든 사면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관측되

었다.

셋째, 국내의 꼬리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과(신갈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에서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

연구결과 느릅나무과(느릅나무), 장미과(산벚나무) 자작나

무과(박달나무, 물박달나무, 서어나무) 그리고 단풍나무과

(당단풍나무)에서도 기생하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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