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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연기념물 제 432호 제주 상효동의 한란 자생지(39 ha)를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생물

(식물상, 식생다양성 및 임분 구조) 및 비생물 환경(미기상, 수관열림도, 임내 광량 및 토양 온·습도)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한란 자생지의 일평균온도(5.7oC)는 서귀포시 보다 3.3oC 낮았고, 일평균습도(75.8%)는 서귀포시 보다 15%

높았다. 토양 온도는 평균 16.5oC, 토양습도는 평균 37.3%, 그리고 낙엽층 두께는 평균 4.3 cm이었다. 수관열림도 및

임내 광량의 평균은 각각 15.5%, 및 8.5 mol·m-2·day−1 이었다. 한란 자생지 보호구역 내 관속식물은 총 221 분류

군이며,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는 한란, 죽백란 및 꼬리족제비고사리 등이 확인되었다. 식생다양성 평가 결과, 구실

잣밤나무군락 등 총 6개의 식생단위가 분석되었다. 조사구역의 임분구조는 구실잣밤나무가 가장 높은 밀도(1,777 개

체/ha) 및 흉고단면적 (90.3 m2/ha)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e Natural Monument (No. 432) Jeju Sanghyo-dong Cymbidium kanran Habitat (39 ha), flora,

vegetation diversity, stand structure, mirco-climate, canopy openness, light environment and soil temperature and

moisture were quantified from Oct. 2013 to Feb. 2014. Compare to Seogwipo-si, daily mean temperature (5.7oC)

and moisture (75.8%) in study area were lower at 3.3oC and 15%, respectively. Mean soil temperature and

moisture were 16.5oC and 37.3%, respectively, and mean litter layer depth (n = 81) was 4.3 cm. Mean canopy

openness and light availability at forest floor were 15.5% and 8.5 mol·m−2
·day−1, respectively. Total of 22

species including vascular and bryophyte plants and 6 vegetation group were observed. Castanopsis siebildii was

dominant species in study area, and density and basal area were 1,777 stem/ha and 90.3 m2/ha.

Key words: Cstanopsis sieboldii, Cymbidium kanran, endangered species, habitat environment, natural monument, pro-

tected area, vegetation succession, flora

서 론

천연기념물 제432호인 제주 상효동 한란(Cymbidium

kanran) 자생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란의 개화가

관찰되는 특수 서식지 임에도 불구하고 비생물 및 생물

환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우리나라에

서 겨울에 꽃이 피는 유일한 상록 난초 종류인 한란은 제

주도 남사면 저지대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의 남부지방

그리고 대만 등의 상록활엽수림 및 낙엽활엽수림에 분포

한다(Cribb and Bell, 1999; Tsuji and Kato, 2010). 제주

지역의 한란은 서귀포 지역 해발 120 m~850 m 사이의 상

록수림대 또는 상록수와 낙엽수의 혼합림 지대에 분포하

지만 주변 환경 변화, 개발 그리고 남획으로 인하여 자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Lee, 2004). 서귀포

돈내코 계곡에 인접한 한란 자생지는 급속한 환경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에 의한 급속한 개체수의 감소로 인하여

한란의 보전을 위한 필요성으로 2002년 천연기념물 제432

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로 지정되었다(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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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http://www.cha.go.kr).

제주의 한란 자생지는 인위적 활동 강도가 낮고 공중습

도가 높으며 식생이 잘 보전된 하천 계곡의 수림대를 중

심으로 측면 상단부와 하천변 삼각주 지형에 위치하고 있

으며 돈내코 지역에 서식빈도가 높다(Lee, 2004). 한란 자

생지를 포함하는 제주도의 저지대 상록활엽수림 지역은

과거 연료림으로 이용되었으며, 강한 토지이용 압력에 의

해 주거지, 목장 및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곶자왈 지역 상록수림을 제외하면 제주 상록활엽수림은

모두 하천을 중심으로 띠 모양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하천변 상록활엽수림은 비교적 건조한 조

건이지만, 한란 자생지가 존재하는 돈내코 계곡과 같이 년

중 유수가 존재하는 지역은 다른 하천에 비해 습하고 서

늘한 환경을 이루며, 풍부한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특

수 지역이다.

한란과 같은 희귀 난초과 식물은 서식지 감소 및 기후

변화 등의 인위적 요인, 그리고 자생지 생물속성의 변화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 생물 서식지와 개체군의 보전은 그 자생지

환경, 구조 및 종조성 특성을 이해하며, 보전 핵심이 되는

생물 개체군의 속성과 인자(생물 및 비생물)와의 상관관

계를 이해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난초과 식물의

희귀성과 멸종위기성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서식지 특

이성과 화분매개, 그리고 공생 난균근균 등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다(Sasaki et al., 1991; Sugahara, 2006; Tsuji

and Kato, 2010). 

본 연구는 조사 허가 기간에 따라 늦가을부터 한란의 개

화시기인 겨울철에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자생지 및 종

(제191호)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란은 일반

적 조사 및 연구 접근이 불가능하다. 천연기념물 지정 이

전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Lee et al.(1981) 및 Lee

(2004)의 연구를 제외하면 한란과 그 자생지에 대한 생태

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화 시

기에 해당하는 겨울철 상효동 한란 자생지의 1) 미기후,

토양 환경 및 임분 환경, 2) 선태류를 포함한 식물 및 식

생의 다양성과 임분 구조, 그리고 3) 이러한 비생물 및 생

물 환경의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며, 자생지 속성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본 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외, 면적 389,879 m2

(39 ha)의 한란 자생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igure 1). 서귀포시 상효동 한란자생지의 보호펜스는 7

개 구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제일 남쪽에 위치하는 구

역을 1구역으로 하였으며, 북쪽으로 진행하면서 차례로

구역 번호를 지정하였다. 1구역은 과거 한란이 자생하였

으나 도채로 인해 그 개체수가 줄어들었지만 한란개체를

기증받아 복원한 지역으로 현재 한란의 생육이 양호하여

2, 3, 4, 5구역과 같이 비생물 환경 및 식식생에 대한 모든

조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6구역 및 7구역은 과거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조사의 특성에 맞추어 제외시

키거나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5구역의 일부지역은 과거

토지이용이 이루어 졌으나 그 면적이 적고 토지이용이 이

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한란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므로 토

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하였다. 선태류 및 관속식물, 그리고 식생의 다양성은 7개

구역 모두 조사하였으며, 비생물환경 및 임분구조 조사는

한란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실시하

였다. 7구역은 과거 넓은 면적에 많은 한란개체가 분포하

고 있었으나 토지이용 및 도채 등의 이유로 현재는 적은

수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의 다양성만을 조

사하였다. 

서귀포 지역의 평균기온 (1961~2003)은 16.3oC, 그리고

연평균강수량은 1,844 이다. 강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며, 9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이듬해 3월부터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평균 기온은 8월(26.9oC)에

가장 높으며 1월(6.5oC)에 가장 낮다. 9월부터 이듬해 1월

까지 건조기가 나타나며, 월평균기온 0oC이하는 존재하지

Figure 1. Jeju C. Kanran protected area (upper) and measuring

point of environmental factors (bottom) in the study area

(Image courtesy from V-Worl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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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한란이 나타나는 돈내코 지역 토양은 약 10 cm

두께의 부엽층과 그 아래 진흙에 가까운 성질의 화산회토

가 나타나며, 토양산도는 보통 pH 5.3 전후의 산성 또는

약산성이다(Lee, 2004).

조사 지역 마을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70-80년대

상효동 한란 자생지는 모두 곰솔과 소나무로 구성된 수목

밀도가 낮은 연료림이었으며 구실잣밤나무 어린 개체들

이 주로 자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돈내코 계곡 지역

에서는 소나무군락 아래 많은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란 보호구역 인근 계곡에서도 한란의 자생지를 다수 확

인할 수 있었다. 

2. 비생물 환경

조사구역 내에서 대기 온도(oC) 및 습도(%), 수관열림도

(%) 및 임내 광량(mol·m−2·day−1), 토양 습도(%) 및 온

도(oC), 그리고 낙엽층 두께 (cm)를 측정하였다(Figure 1).

대기 온도 및 습도는 간이 기상측정장치(HOBO Pro v2

Temp/RH U23-001)를 이용하여 11월 15일부터 1월 15일

까지 측정하였으며, 기록 간격은 매 60분이었다. HOBO

는 1, 2, 3, 4 및 5구역에서 자생지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한란의 높이와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

려하여 수목 줄기의 북향 및 지상 30 cm 높이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일부지역에 많은 개체가 존재하지만 최

근까지 이용강도가 높았으며, 수목을 인위적으로 식재한

6구역은 비생물환경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토양 온도 및 습도는 토양수분계 (AQUATERR EC-

3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n = 119). 측정 전 프로브

(probe)를 돈내코 계곡에 완전히 담근 후 보정

(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각 펜스에서 임연부, 중심, 계

곡부의 3지점에서 약 10미터 간격으로 데이터를 측정하

였다. 측정은 프로브를 토양 속에 완전히 밀어 넣어 측

정하였으며, 측정센서가 안정 될 때까지 2분 대기한 후

값을 기록하였다.

수관열림도 및 임내 광량은 각 구역 내에서 어안렌즈 화

상자료(Canon 5D-Mark, Sigma 8mm 1:3.5)를 수집한 후

(n = 45), Gap Light Analyzer 2.0 프로그램의 standard

overcast sk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razer et al.,

1999). 촬영 시 영상의 상단이 북쪽이 되도록 고정하여 촬

영하였다. 영상 분석 시, 좌표와 해발은 측정된 지점들의

중간 값으로 설정하였고,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

의 생장기간 설정은, 낙엽활엽수 아래 영상은 5월 1일부

터 10월 30일까지, 그리고 상록활엽수 아래 영상은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한란 자생지의 낙엽층 두께는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여

0.5 cm 단위로 측정하였는데, 측정 지점은 각 조사지 환경

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였다. 측점지점은 조사

구역의 면적에 비례하나, 주로 식재지로 구성된 5 및 6구

역의 경우, 관리 강도가 높고, 넓은 면적에 비해 지형 및

식생이 단순하여 측점 지점 수는 적다.

측정된 수관열림도, 광량, 토양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

인자 자료를 이용하여 Arcgis 10.0의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보간법을 적용하여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3. 생물환경

상효동 한란 자생지의 생물상은 선태류를 포함한 관속

식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야외 조사는 늦가

을에서 겨울철에 실시되어 여름까지 생활사를 마치는 종

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제약이 있었다.

식물상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

쳐 조사 구역 별 출현 식물을 기록하여 전체 식물상 목록

을 작성하였다. 조사 당시 표본 제작이 가능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채집하였다. 확보된 표본들은 모두 건조표본으

로 제작하였으며,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KH)에 보

관하였다. 관속식물 분류군의 동정은 Lee(1997), Korean

Fern Society(2005), 그리고 Kim and Kim(2011) 등을 참

고하였다. 선태식물은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2013)를 참고하였다. 식물명은 Korean Plant

Names Index(Korea National Arboretum, 2007)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양치식물을 제외한 식물목록의 정리는

Engler의 분류체계(Engler, 1964)를 따랐다. 한반도 특산

식물과 희귀식물,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Korea National

Arboretum(2005; 2008) 및 Ministry of Environment

(2005; 2010)를 참고하였고, 귀화식물은 Park(2009)을 따

랐다. 

한란 보호구역의 식생 다양성 평가는 식물사회학적 조

사방법(Braun-Blanquet, 1964)을 토대로, 그리고 임분구조

는 1~6구역 내 한란 집중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방형구법

(Barbour et al., 1998)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식물사회학적조사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에 1~7구역의 자생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지점

은 우점종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사구 크

기는 교목식생(15 m × 15 m), 관목식생(3 m × 3 m), 그리고

초본식생(1.5 m × 1.5 m) 등을 기초로 유형에 따라 서로 다

르게 설정하였으며, 고유 종조성을 잘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선정된 조사구에서. 출현 출현종의 피도

(coverage)와 우점도 계급(dominance)을 기록하였다. 수집

된 식생자료를 Ellenberg (1956)의 표조작법을 활용하여

식생 단위의 식별표를 작성하였다. 

매목조사는 1~6구역 보호펜스 내 목본 식물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각 개체의 흉고직경, 수고 및 수관형태

를 측정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 별 흉고단면

적 및 밀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펜스 내 목본 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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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포도를 Arcgis 10.0(미국 ESRI 사)을 활용하여 작

성하였다. 

결 과

1. 비생물 환경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01월 15일까지 한란 개

화기의 대기환경을 측정하였다. 펜스 별 측정값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기간 동안 서귀포시와 자생지의 일

평균온도와 일평균습도를 비교해 본 결과 자생지의 일평

균온도는 5.7oC로서 서귀포 일평균온도 9.0oC보다 약 3.3oC

낮게 나타났고, 일평균습도는 75.8%로서 서귀포시 일평

균습도 60.6%보다 약 15% 높게 나타났다. 

한란 자생지 토양 온도는 평균 16.5oC로 나타났고, 3구

역의 평균 온도가 15.8oC로 가장 낮았고, 6구역이 17.4oC

로 가장 높았다(Table 1). 토양습도는 평균 37.3% 이었으

며, 1구역이 34.5%로 가장 낮았고, 6구역이 44.4%로 가장

높았다. 낙엽층 두께는 평균 4.3 cm로 분석되었는데, 식재

지였던 6구역이 1.9 cm로 가장 얇았고, 4구역이 5.7 cm로

가장 두꺼웠다. 토양온도는 식재·개방지 및 도로에 인접

한 공간이 많은 6구역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구역의 한란 집중 분포지 역시 측광의 영향으로 토양온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토양습도의 경우, 과거 농경지

로 이용되어 배수가 나쁜 토양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6구

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Figure 2). 

측정된 수관열림도는 평균 15.5%로 나타났는데, 구실

잣밤나무의 밀도가 높은 1구역이 7.6%로 가장 어두운 조

건이었고, 개방지가 존재하는 6구역이 36.2%로 가장 밝은

환경이었다 (Table 2). 광량은 평균 8.5 mol·m−2·day−1

이었고, 수관열림도와 마찬가지로 1구역에서 가장 낮은

4.9 mol·m−2·day-1, 6구역에서 가장 높은 20.2 mol·m−2 ·

day−1로 분석되었다. 수관열림도 및 광량은 주차공간과 인

접하고 조경수목 식재지로서 임목 밀도가 현저히 낮은 6

구역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igure 2). 

1) 비생물 요인의 상관관계

측정된 비생물 환경 인자 중, 광량과 수관열림도는 강

한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r
s
= 0.837), 수관 환경은 토양

수분과 상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토양온도를 일

정부분 설명하고 있었다(Table 3). 그리고 토양수분과 토

양온도는 약한 음의 상관(r
s
= -0.089)을 나타내었다.

2. 생물 환경

1) 식물상

상효동 한란 자생지 보호구역내 관속식물은 86과 173

속 203종 2아종 13변종 2품종의 총 220분류군으로 조사

되었다(Table 4). 분류군 별 구성을 살펴보면, 양치식물 11

과 27속 36종 1아종 2변종의 39분류군(17.6%), 나자식물

6과 9속 10종의 10분류군(4.5%), 피자식물의 쌍자엽식물

이 58과 108속 128종 1아종 7변종 2품종의 138분류군

(62.4%), 그리고 단자엽식물 11과 29속 30종 4변종의 34

분류군(15.4%)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soil temperature, soil humidity and litter layer depth at each section.

Parameter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Mean

Soil Temp.
(oC)

Max. 15.0 16.0 15.0 16.0 16.0 17.0 15.8

Min. 16.0 17.0 17.0 17.0 18.0 18.0 17.2

Mean 15.9 16.5 15.8 16.4 16.8 17.4 16.5

Soil
Humidity (%)

Max. 19.0 15.0 14.0 21.0 5.0 17.0 15.2

Min. 55.0 65.0 55.0 47.0 67.0 81.0 61.7

Mean 34.5 35.1 38.0 35.8 36.2 44.4 37.3

Litter Layer
(cm)

Max. 2.5 2.5 3.5 3.0 0.0 0.0 1.9

Min. 7.0 7.0 6.5 10.0 7.0 6 7.2

Mean 4.9 4.9 5.2 5.7 3.5 1.9 4.3

Table 2. Comparison of canopy openness and transmitted light at each section.

Parameter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Mean

Canopy Openness
(%)

Max. 3.3 3.3 5.1 7.8 3.9 4.6 4.7

Min. 14.5 22.9 22.9 17.8 45.1 98.3 36.9

Mean 7.6 9.5 10.6 12.1 16.9 36.2 15.5

Transmitted Light

(mol·m−2·day−1)

Max. 1.5 1.5 2.3 3.3 1.9 2.2 2.1

Min. 8.1 14.3 14.3 9.1 28.0 41.9 19.3

Mean 4.9 5.6 5.6 5.6 9.1 20.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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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효동 한란 보호 구역 내에서, 상록활엽수는 구실잣밤

나무, 소귀나무, 굴거리나무, 좀굴거리나무, 사스레피나무,

모새나무 등이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낙엽활엽

수는 상수리나무, 천선과나무, 윤노리나무, 예덕나무, 산

검양옻나무, 참꽃나무 등이 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내에서 관찰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총 17

분류군이 확인되었다(Appendix 1). 산림청 희귀식물 571

분류군 중 13분류군(2.3%)이 확인되었으며, 환경부 적색

목록 543분류군 중 13분류군(2.4%)이 조사되었다. 법적

보호종 1급으로는 한란 외 죽백란이 다수 확인되었다. 관

찰된 특산식물(Korea National Arboretum, 2005)은 좀비

비추 1분류군이었다.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귀화식물은 총 5과 7분류군이었

다. 과 별 다양성은 국화과에서 3분류군으로 가장 많았으

Figure 2. Results of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on abiotic factors in C. kanran habitat.

Table 3. Spearman correlation (r
s
) analysis among abiotic factors in C. kanran habitat.

Transmitted Light

(mol·m−2·day−1)

Canopy openness
(%)

Soil moisture
(%)

Soil temperature
(oC)

Transmitted Light (mol·m-2·day−1) 1.000 

Canopy openness  (%) 0.837** 1.000 

Soil moisture (%) 0.033 0.031  1.000 

Soil temperature (oC) 0.509** 0.534** -0.089** 1.000 

* = p < 0.05, ** = p < 0.0001 

Table 4. Summary of the floristic composition of C. kanran habitat.

Taxa Family Genus Species Subsp var. for. Total taxa Ratio (%)

Pteridophyta 11 27 36 1 2 - 39 17.6

Gymnospermae 6 9 10 - - - 10 4.5

Angiospermae

Dicotyledon 58 108 127 1 7 2 137 62.4

Monocotyledons 11 29 30 - 4 - 34 15.4

Total 86 173 203 2 13 2 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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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tiated constancy table of vegetation of C, kanran habitat in Jeju.

Vegetation Unit 

I II III

A B C A B

1 2 3 4 5 6

Mean of Altitude(m) 277 300 257 235 300 286

Mean of Slope(°) 24.8 - 4.7 7 - -

Mean of Bare rock(%) 39 5 5 5 10 15

Mean of Litter depth(cm) 5 3 10 6 7 5

Coverage of tree layer(%) 85 78 76 70 - -

Coverage of subtree layer(%) 40 37 33 - -

Coverage of shrub layer(%) 19 42 36 43 10 -

Coverage of herb layer(%) 29 38 16 28 90 94

Hight of tree layer(m) 16 13 17 5.8 - -

Hight of subtree layer(m) 8 6 11 - - -

Hight of shrub layer(m) 2 2 2.5 2.4 2 1.5

D.B.H of tree layer(cm) 33 30 33 10.6 - -

D.B.H of subtree layer(cm) 12 6 10 - - -

D.B.H of shrub layer(cm) 1.8 1 1.3 2 1 1

Number of species 57 81 54 16 31 8

Number of Relevés 7 6 9 5 8 5

1.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Castanopsis sieboldii community;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V45 V15 V+4 구실잣밤나무
Eurya japonica Thunb. V+2 V+3 V+3 I++ III+1 사스레피나무
Camellia japonica L. V+2 Vr1 II+2 V+2 동백나무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var. asiaticum V+2 V+2 III+2 마삭줄
Ardisia crenata Sims V++ V+1 IV++ 백량금

2.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Cleyera japonica group;

Cleyera japonica Thunb. V14 비쭈기나무
Dryopteris erythrosora (D.C.Eaton) Kuntze V+1 홍지네고사리
Distylium racemosum Siebold & Zucc. III12 조록나무
Thelypteris omeiensis (Baker) Ching III+1 진퍼리고사리
Kadsura japonica (L.) Dunal V++ I++ I++ 남오미자

3.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Pinus thunbergii group;

Pinus thunbergii Parl. I++ V24 II+2 I11 곰솔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V13 I++ IIr+ 소나무
Rhododendron weyrichii Maxim. var. weyrichii V+3 I22 참꽃나무

4.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Cryptomeria japonica group;

Cryptomeria japonica (L.f.) D.Don III+1 V25 V+2 I++ 삼나무

5.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community;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I++ IV23 V25 억새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IV+1 IV13 망초
Viola sp. 1 III++ II+1 제비꽃류
Artemisia princeps Pamp. IVr2 II+1 쑥

6.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Zelkova serrata group;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V35 느티나무
Paederia scandens (Lour.) Merr. var. scandens IV+1 계요등
Phytolacca americana L. III+1 미국자리공

7. Differential and character species group of Thelypteris acuminata community;

Thelypteris acuminata (Houtt.) .V.Morton I++ I++ V45 별고사리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I++ V12 실새풀
Semiaquilegia adoxoides (DC.) Makino V+2 개구리발톱
Duchesnea indica (Andr.) Focke III+1 뱀딸기

8. Companions species group;

Hedera rhombea (Miq.) Bean I++ III+1 II++ IV++ 송악
Dendropanax morbiferus H.Lev. V+2 IV+1 황칠나무
Dryopteris formosana (Christ) C.Chr. IV+1 III++ 꼬리족제비고사리
Neolitsea sericea (Blume) Koidz. II+1 III++ 참식나무
Damnacanthus indicus C.F.Gaertn. V+2 III++ II++ 호자나무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III+2 III++ II++ 콩짜개덩굴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II++ II++ I++ 노루발
Cymbidium kanran Makino II+1 III+1 II++ 한란

The other 113 companion species among total of 146 species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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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디풀과, 자리공과, 괭이밥과, 붓꽃과에서 각각 1분류

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주로 과거 농경지 등으로 이

용되던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보호구역 내에서,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 원예 및 재배

식물은 총 24과 30분류군으로 확인되었는데(Appendix 1),

이는 보호구역에서 확인된 총 관속식물 220 분류군의

13.6%에 해당한다. 이 중 목본 식물은 22분류군으로 조사

되었으며 초본식물은 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부

분 정원용 관상식물로 과거 보호구역이 개인 주거지로 이

용되었을 당시 정원과 농장주변에 식재되었던 식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초본식물로는 만년청, 네오마리카, 아마

릴리스, 엽란, 유카, 그리고 수선화 등이었으며 모두 5구

역에서 확인되었다. 

식재된 목본식물로는 대만철쭉과 영산홍 등의 진달래

과 식물, 그리고 당종려, 관음죽 등이 관찰되었으며, 주변

식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덩굴식물로는 양다래와 등나무

가 관찰되었다. 한편, 방풍림으로 이용되는 삼나무와 함께

은행나무, 나한송, 주목, 편백, 향나무, 나한백 등의 나자

식물과 밤나무, 느티나무 등의 활엽수들이 일부 식재되어

있다.

조사구역 내 선태식물은 겉호랑꼬리이끼과를 비롯한 18

과 24분류군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1과 1종으로 구성되

었으나 솔이끼과는 아기주름솔이끼, 들솔이끼 및 솔이끼

의 3종이 동정되어 가장 풍부하였다. 확인된 선태류는 대

부분 선류(22분류군)에 속하며 태류는 리본이끼 및 주름

세줄이끼의 2분류군이었다(Appendix 2). 

2) 식생다양성

한란 보호구역의 식생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40개 자

료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조성 식별표

(differential table)를 작성하였다(Table 5). 분석 결과, 상위

단위에서 구실잣밤나무군락, 억새군락, 별고사리군락의 3

개 군락으로 분류되었으며, 구실잣밤나무군락은 비쭈기나

무군, 곰솔군, 삼나무군으로 세분되었고, 억새군락은 느

티나무군과 억새전형군으로 세분되었다. 따라서 한란자

생지는 총 3개 군락 5개 군의 분류체계를 가졌으며 총 6

개의 식생단위로 구분되었다. 이중 구실잣밤나무군락 내

의 삼나무군 및 억새군락 내의 느티나무군은 식재유형

에 속한다. 

• 구실잣밤나무군락 (Castanopsis sieboldii community)

본 군락은 구실잣밤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마삭

줄, 백량금을 표징종으로 하는 종군 1에 의해 구분된 군락

이다. 본 군락은 비쭈기나무, 홍지네고사리, 조록나무, 진

퍼리고사리, 남오미자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2의 비

쭈기나무군 (Cleyera japonica group)과 곰솔, 소나무, 참

꽃나무를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3의 곰솔군 (Pinus

thunbergii group) 그리고 인공 식재된 삼나무의 종군 4의

삼나무군 (Cryptomeria japonica group)으로 구분되었다. 

전반적인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해발 200-300 m에서

조사되었으며, 평균 경사는 16°, 평균 암석노출도는 16%,

평균 낙엽층 깊이는 6 cm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평균수고

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15 m, 32 cm, 아교목층의 평균수

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8 m, 9 cm, 관목층의 평균수고

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2 m, 1.4 cm로 나타났다. 층위별

식피율은 교목층 80 %, 아교목층 37%, 관목층 32%, 그리

고 초본층 29%로 나타났으며, 총22개 조사구에서 총 119

분류군이 조사되었다.

• 비쭈기나무군(Cleyera japonica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구실잣밤나무군락에서 홍지네고사

리, 조록나무, 진퍼리고사리, 남오미자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2에 의하여 구분되었으며, 총 7개 조사구에서

57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본 식생은 주로 돈내코 계곡 사

면과 평지에서 조사되었으며, 평균 경사는 24.8°, 평균 암

석노출도는 39%, 평균 낙엽층 깊이는 5 cm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16 m 및 33

cm, 아교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8 m 및

8 cm, 관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2 m 및

1.8 cm로 나타났다. 층위별 식피율은 교목층 85%, 아교목

층 40%, 관목층 19%, 그리고 초본층 29%로 나타났다.

• 곰솔군 (Pinus thunbergii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구실잣밤나무군락에서 소나무와 참

꽃나무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3에 의하여 구분되었

으며 총 6개조사구 81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본 식생은 주

로 평지에서 조사 되었으며, 평균 암석노출도는 5%, 평균

낙엽층 깊이는 3 cm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평균수고와 평

균흉고직경은 각각 13 m, 30 cm, 아교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6 m 및 6 cm, 관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2 m 및 1 cm로 나타났다. 층위별 식

피율은 교목층 78%, 아교목층 37%, 관목층 42%, 그리고

초본층 38%로 나타났다.

• 삼나무군 (Cryptomeria japonica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구실잣밤나무군락에서 삼나무를 식

별종으로 하는 종군 4에 의하여 구분되었으며, 총 9개 조

사구 54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삼나무 식재 후 천이에 의

해 잔존유형으로 분류되는 삼나무군의 전반적인 입지 특

성을 보면, 평균 경사 4.7°, 평균 암석노출도 5%, 그리고

평균 낙엽층 깊이 5 cm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17 m 및 33 cm, 아교목층의 평균수

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11 m 및 10 cm, 관목층의 평

균수고와 평균흉고는 각각 2.5 m 및 1.3 cm로 나타났다.

층위별 식피율은 교목층 76%, 아교목층 33%, 관목층

36%, 그리고 초본층 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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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군락(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Community)

본 군락은 억새, 망초, 쑥, 제비꽃류 등을 표징종으로 하

는 종군 5에 의해 구분된 군락이다. 본 군락은 느티나무,

계요등, 미국자리공 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6의 느티

나무군(Zelkova serrata group)과 전형군으로 구분되었다. 본

식생의 반적인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경사는 7°, 평

균 암석노출도는 7%, 그리고 평균 낙엽층 깊이는 6 cm로

나타났다. 교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5.8

m 및 10.6 cm, 관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2.4 m 및 2 cm로 나타났다. 층위별 식피율은 교목층 70%,

관목층 60%, 그리고 초본층 80%로 나타났으며, 총13개

조사구에서 총 37분류군이 조사되었다.

• 느티나무군 (Zelkova serrata group)

본 군은 상위단위인 억새군락에서 느티나무, 계요등, 미

국자리공등을 식별종으로 하는 종군 6에 의하여 구분되었

으며, 5개 조사구에서 16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본 식생의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경사는 7°, 평균 암석노출도

는 5%, 그리고 평균 낙엽층 깊이는 6 cm로 나타났다. 교

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5.8 m 및 10.6

cm, 관목층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은 각각 2.4 m 및

2 cm로 나타났다. 층위별 식피율은 교목층 70%, 관목층

43%, 그리고 초본층 28%로 나타났다. 

• 억새전형군 (Typical group)

본 군은 억새군락에서 느티나무, 미국자리공 등의 식별

종군 6이 출현하지 않으므로 구분된 군으로 8개 조사구에

서 31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억새전형군의 입지 특성을 살

펴보면, 대부분 묵밭이 분포하는 평지에서 조사가 되었으

며, 평균 암석노출도는 10%, 평균 낙엽층 깊이는 7 cm로

나타났다. 관목 수준 구성종의 평균수고와 평균흉고직경

은 각각 2 m 및 1 cm이었으며, 관목층과 초본층의 식피

율은 각각 10% 및 90%로 조사되었다.

• 별고사리군락 (Thelypteris acuminata Community)

본 군은 별고사리, 실새풀, 개구리발톱, 뱀딸기 등을 표

징종으로 하는 종군 7에 의해 구분된 군락으로 5개 조사

구에서 8분류군이 조사 되었다. 별고사리군락은 평지 묵

밭에서 조사가 되었으며, 평균 암석노출도는 15%, 평균

낙엽층 깊이는 5 cm로 나타났다. 식피율은 평균 94%로

조사되었다.

3) 임분구조

상효동 한란 자생지는 구실잣밤나무가 가장 높은 밀도

(1,777개체/ha) 및 흉고단면적(90.3 m2/ha)을 나타내어 우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곰솔(밀도 869개체/ha 및 흉고

단면적 42.7 m2/ha), 상수리나무(밀도 288개체/ha 및 흉고

단면적 12.6 m2/ha), 소귀나무(밀도 581개체/ha 및 흉고단

면적 11.4 m2/ha), 그리고 소나무 (밀도 113개체/ha 및 흉

고단면적 9.1 m2/ha)의 순으로 높은 밀도 및 단면적을 나

타내었다(Table 6). 구실잣밤나무는 1구역에서 가장 높은

흉고단면적과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곰솔, 상수리나무, 소

귀나무 및 소나무는 4구역에서 모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1~6구역의 모든 개체목 분포도를 작성하였다(Figure 3).

전체적으로 구실잣밤나무가 돈내코 계곡과 인접하여 가

장 고르게 풍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곰솔 및 소나

무는 2, 3, 4 및 5구역 일부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삼나

Figure 3. Stand profil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ree species in section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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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같은 식재종들은 6구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각 구역에서 한란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식생단

면도를 작성하였다(Figure 3). 곰솔 아래에 한란이 일부 분

포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실잣밤나무 아래에 분포하고 있

었으며, 수관층 구성 개체목에 접하여 생육하고 있는 개

체 역시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상효동 한란 자생지는 상

록활엽수인 구실잣밤나무가 우점하고 있지만, 인접한 개

방지역과 곰솔 및 낙엽활엽수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측광에 의한 투광량이 높다.

한란 자생지의 임분 발달을 구실잣밤나무와 곰솔의 직

경급 분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Figure 4). 구실잣밤나무

는 30 cm 이상의 큰나무(약 40%)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곰솔의 경우 15~30 cm 사이의 중간 크기의 나무가

많이 분포하였다. 구실잣밤나무는 흉고직경 5 cm 이하의

개체가 4.8% 차지하고 있었으나, 곰솔은 작은 개체가 관

찰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제한적인 기간에 수행되어 상효동 한란 보호

구역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그

러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 대

한 조사 및 연구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및 개체군의 지속성을 확보하

기 위해 다양한 보전생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제한된 기간에 실시되어 자생지 환경과 생물상 등이

Table 6. Means of Breast Hight Area (BHA, m2/ha) and stem density (D, stem/ha) of woody species in overall and each section in

C. kanran habitat.

Species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Total

BHA D BHA D BHA D BHA D BHA D BHA D BHA D

Castanopsis sieboldii 24.0 475 11.3 140 11.5 198 16.8 360 15.2 354 11.4 249 90.3 1,777

Pinus thunbergii - - 13.2 224 11.7 198 13.7 360 3.7 71 0.3 15 42.7 869

Quercus acutissima - - 2.5 84 2.4 55 7.6 140 0.1 9 - - 12.6 288

Myrica rubra 3.7 225 6.8 224 - - - - 0.5 69 0.4 63 11.4 581

Pinus densiflora - - 3.0 28 0.4 11 5.2 60 0.5 14 - - 9.1 113

Cryptomeria japonica - - - - 0.2 11 - - - - 7.6 138 7.8 149

Machilus thunbergii - - - - - - 5.5 100 - - 0.4 15 5.9 115

Rhododendron weyrichii - - 0.5 280 2.4 1,441 0.6 360 - 29 0.0 2 3.6 2,111

Quercus serrata - - - - - - - - 3.0 40 - - 3.0 40

Eurya japonica 0.1 50 0.8 84 0.3 66 0.3 100 0.7 300 0.2 97 2.4 697

Albizia julibrissin - - - - 2.4 99 - - - - - - 2.4 99

Celtis sinensis - - - - - - - - 0.6 23 0.8 17 1.4 40

Castanea crenata - - 1.3 42 - - - - 0.1 11 - - 1.4 53

Quercus glauca - - - - - - - - 0.6 20 0.7 71 1.2 91

Dendropanax morbiferus 0.7 75 0.1 14 0.2 22 0.1 20 - - - - 1.1 131

Other species (42)* - - 0.6 14 0.8 198 0.6 220 3.1 409 2.2 405 7.3 1,245

Total 28.5 825 40.1 1,134 32.3 2,299 50.4 1,720 28.1 1,349 24 1,072 203.6 8,399

*Other species : Total BHA<1

Figure 4. Diameter classes distribution of C. sieboldii (n = 84) and P. thunbergii (n = 81) in C. kanran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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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상효동 한란 자생지의 비생

물 및 생물 환경에 대한 엄밀한 연구 접근을 통하여 다양

한 결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1. 한란 자생지의 비생물 환경

돈내코 계곡에 인접한 조사 지역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아 한란이 자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과 동

시에 최근의 기상 이변은 한란 자생 환경에 영향을 줄 것

으로 나타났다. 한란은 30oC 이상의 온도에서 생장을 멈

추거나 일시적 휴면을 나타내는데(Lee et al., 1981), 가뭄

과 고온이 지속된 2013년 서귀포시의 여름철 일평균 최고

기온이 31.2oC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동안 여

름철 고온의 기록은 없다. 서귀포시와 한란 자생지의 기

온차(3.3oC)를 고려하면, 한란 자생지의 온도 역시 30oC 내

외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3년에 발생한 우리

나라의 고온과 가뭄은 한란의 생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며, 낮은 개화율(2012년 약 100개체 및 2013년 17개체)을

나타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수관 인자들은 토양 수분보다 온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

타났는데, 이것은 억새군락 및 별고사리군락과 같은 단층

식생들이 풍부한 광량으로 인하여 토양 온도가 숲 지역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양수분의 경우, 과거 주

거지 및 귤밭으로 이용된 부분들의 토양환경이 점토질에

가까워 광량 또는 토양 온도 상승에 대하여 수분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 한란 자생지의 식물상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보호구역 내의 식물상은 늦가

을부터 겨울철의 한정된 기간을 고려하면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연림과 더불어 다양한 천이단계 및 서식처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주거지에 포함되었으

며, 현재 보호지역으로 관리되어 식재된 식물들이 다수 존

재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의 관속식물은 86과 173속 203

종 2아종 13변종 2품종의 총 220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반도 관속식물 4,881분류군(Korea National

Arboretum, 2007)의 4.5%, 제주도 전체 관속식물 1,990분

류군(Kim et al., 2006)의 약 11.1%에 해당된다. 조사지역

에서 관찰된 양치식물은 총 39분류군으로 쌍자엽식물 다

음으로 가장 많은 분류군들이 확인되었는데, 제주도에 자

생하는 전체 양치식물 245분류군(Moon, 2007)의 15.9%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보호구역 내의 식물다양성의 자연성을 회

복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활동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분류

군에 대한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

한 생육환경을 가지며 높은 식물다양성을 보유하는 지역

을 자연성 및 건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

사구역은 귤나무, 양다래 등 외부 식물의 도입과 인간 간

섭 등 인위적 요인이 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

로 한란 자생지의 건강성을 대변하기 어렵다. 

보호구역 내에서 다수의 희귀 양치식물(꼬리족제비고사

리, 제비꼬리고사리, 고란초, 숟갈일엽 및 일엽아재비)과

난과 식물(보춘화, 죽백란, 제주무엽란, 흑난초 및 한란)들

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들 희귀식물들에 대한 개체군 구

조와 더불어 적절한 현지 내 보전 대책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정

확한 한란 자생지 식물상 파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계절조사와 특히 초본류에 대

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생지 천이와

관련하여, 식물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한란 자생지의 이차천이와 식생다양성

서귀포시 상효동 한란 자생지의 식생 다양성 분석 결과,

구실잣밤나무군락, 억새군락, 별고사리 군락 등의 총 3개

군락 5개 군의 식생분류체계를 가졌으며 총 6개의 식생단

위로 구분되었다. 분석된 식생 단위들은 모두 연료림 또

는 경작 이후 식생천이 진행에 의해 나타난 유형들이다. 

과거 연구 대상지역은 마을 연료림으로서 소나무림 이

었으며, 숲바닥에 낙엽이 거의 없었다는 주민의 이야기에

기초하면, 숲 이용의 정지 후 천이진행에 의해 상효동 자

생지 식생이 다양해졌으며, 지상부 생물량이 증가와 함게

낙엽량 증가로 인하여 낙엽층 두께 증가 및 토양층 형성

과 같은 숲바닥 및 토양층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활발한 천이 진행 이후,

한란 자생지 보전을 위해 펜스설치 및 감시활동과 같은

관리 활동이 이루어져 현재는 천이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천이의 정지는 급속한

서식지 변화를 방지하여 한란 개체군 유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란 자생지 인근의 토지이용 변화 이후의 식생천이는

주거지 및 농경지와 거리 구배에 따라 돈내코 계곡 지역

에서부터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며, 상효동 한란 자

생지 식생은 이러한 지역의 경관생태 변화에 의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상효동 한란 자생지의 구실잣밤나무림은

돈내코 계곡을 중심으로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

러한 분포 양상은 제주도 대부분의 계곡 상록활엽수림이

나타내는 특징이다. 

한란 자생지의 곰솔군 (곰솔, 소나무 및 상수리나무 등

으로 구성)은 계곡변 구실잣밤나무림에 인접하여 형성되

어 있는데, 한란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측면 햇빛 차단 및

낙엽수에 의한 겨울철 광량 향상의 작용을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의 환경 및 식생 331

억새군락은 식재림 느티나무군과 억새 전형군의 2개 유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억새군락의 종조성 중, 특이한 것은

조사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의 우점종이며, 억새군락과 바로

인접하여 생육하고 있는 구실잣밤나무가 출현하지 않는 점

이다(Table 5). 억새군락이 형성된 장소는 거의 과거 귤농장

으로 활용되던 지역으로서, 점토질에 가까운 토양을 보여

습한 환경을 나타내며, 광량이 매우 풍부하다. 이러한 군락

조건은 토양부식과 그늘을 필요로 하는 구실잣밤나무의 정

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정 기간동안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억새군락에 포함되는 식재유형 느티

나무군은 미국자리공을 구성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

은 느티나무 이식 작업 시 함께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별고사리군락은 과거 밭으로 이용되던 묵밭에 별고사리,

실새풀 등이 이입하여 형성된 식생이다. 별고사리의 매우

높은 피도 및 과습한 조건으로 인하여 교목종의 이입이 거

의 관찰되지 않아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효동 한란 자생지의 매목조사 결과, 구실잣밤나무가

가장 높은 밀도(1,777 개체/ha) 및 흉고단면적(90.3 m2/ha)

을 나타내어 우점하였다. 그러나 6구역은 대부분 식재 수

목이며, 종려나무 및 삼나무 등 외래 도입수종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식재된 구실잣

밤나무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이 상

록활엽수림인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입종과 식생 환경

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소나무 아래에서 주로 한란이 자랐다는 점과, 현

재 한란 개체 대부분이 구실잣밤나무 아래에 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란 동태와 식생 천이와의 상관관계를 판단하

기 곤란하다. 현재 대부분의 한란 개체가 소나무류가 아

닌 구실잣밤나무 아래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은 종 자체의

넓은 환경 적응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뿌리 공생 난균근

균의 지속적인 활동에 의해 자생지 변화에 적응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생지 환경 및 식생에 대한

관리는 과거 조건을 고려하여 밀도 조절 등이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한란 개체군 동태에 대한 자료 축적 이후 접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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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the vascular plants of Cymbidium kanran habitat.

Species Korean Name
Section

A B C D E F G
1 2 3 4 5 6 7

Family Lycopodiaceae

Lycopodium serratum Thunb. 뱀톱  ○

Family Selaginellaceae

Selaginella tamariscina (P.Beauv.) Spring 부처손  ○

Family Ophioglossaceae

Sceptridium japonicum (Prantl) Lyon＊ 산꽃고사리삼  ○ ○

Family Osmundaceae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

Family Schizaeaceae

Lygodium japonicum (Thunb.) Sw. 실고사리  ○ ○ ○ ○ ○ ○

Family Gleicheniaceae

Dicranopteris pedata (Houtt.) Nakaike 발풀고사리  ○ ○

Gleichenia japonica Spreng. 풀고사리  ○

Family Pteridaceae

Hypolepis punctata (Thunb.) Mett. ex Kuhn 점고사리  ○ ○ ○ ○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콩짜개덩굴 ○ ○ ○ ○ ○ ○

Microlepia strigosa (Thunb.) C.Presl 돌토끼고사리  ○

Onychium japonicum (Thunb.) Kunze 선바위고사리  ○ ○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Hell. 고사리  ○ ○ ○ ○ ○

Pteris cretica L. 큰봉의꼬리  ○ ○ ○

Pteris multifida Poir. 봉의꼬리  ○

Sphenomeris chinensis (L.) Maxon 바위고사리  ○

Family Dryopteridaceae

Arachniodes sporadosora (Kunze) Nakaike 좀쇠고사리  ○ ○ ○

Cyrtomium devexiscapulae (Koidz.) Ching 긴잎도깨비쇠고비  ○

Diplazium subsinuatum (Wall. ex Hook. & Grev.) Tagawa 버들참빗  ○ ○

Dryopteris bissetiana (Baker) C.Chr. 산족제비고사리  ○

Dryopteris erythrosora (D.C.Eaton) Kuntze 홍지네고사리 ○ ○ ○ ○

Dryopteris formosana (Christ) C.Chr. 꼬리족제비고사리  ○ ○ ○ ○ EN

Dryopteris hikonensis (H.Ito) Nakaike 큰족제비고사리  ○ ○

Dryopteris kinkiensis Koidz. ex Tagawa 엷은잎지네고사리  ○

Dryopteris nipponensis Koidz. 참지네고사리  ○

Dryopteris sacrosanta Koidz. 애기족제비고사리  ○

Polystichum polyblepharum (Roem. ex Kunze) C.Presl 나도히초미  ○ ○ ○

Stegnogramma pozoi subsp. mollisima (Fisch. ex Kunze) K.Iwats. 진퍼리고사리  ○ ○

Thelypteris acuminata (Houtt.) C.V.Morton 별고사리  ○ ○ ○ ○

Thelypteris angustifrons (Miq.) Ching 탐라사다리고사리  ○ ○ ○

Thelypteris esquirolii var. glabrata (Christ) K.Iwats. 제비꼬리고사리  ○ VU

Thelypteris glanduligera (Kunze) Ching 사다리고사리 ○ ○ ○ ○

Family Aspleniaceae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

Asplenium ritoense Hayata 쪽잔고사리  ○

Asplenium sarelii Hook. 돌담고사리  ○

Family Polypodiaceae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고란초  ○ LC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일엽초 ○ ○ ○ ○ ○

Loxogramme saziran Tagawa ex Price 숟갈일엽  ○ CR VU

Pyrrosia lingua (Thunb.) Farw. 석위  ○ ○ ○

Family Vittariaceae

Vittaria flexuosa Fee 일엽아재비  ○ CR NT

Family Ginkgoaceae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

Family Podocarpaceae

Podocarpus macrophyllus (Thunb.) D.Don 나한송  ○ ○ ○ ○

Family Taxaceae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 ○ VU ○ ○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비자나무 ○ ○ ○ ○ ○ ○

Family Pinaceae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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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us thunbergii Parl. 곰솔  ○ ○ ○ ○

Family Taxodiaceae

Cryptomeria japonica (L.f.) D.Don 삼나무 ○ ○ ○ ○ ○ ○ ○

Family Cupressaceae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편백  ○ ○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 VU ○

Thujopsis dolabrata (L.f.) Siebold & Zucc. 나한백  ○ ○

Family Myricaceae

Myrica rubra (Lour.) Siebold & Zucc. 소귀나무 ○ ○ ○ ○ ○ ○ ○ VU NT

Family Juglandaceae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 Zucc. 굴피나무  ○

Family Betulaceae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

Family Fagaceae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

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 구실잣밤나무 ○ ○ ○ ○ ○ ○ ○

Quercus acuta Thunb. 붉가시나무  ○ ○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 ○ ○ ○ ○ ○

Quercus glauca Thunb. 종가시나무  ○ ○ ○

Quercus salicina Blume 참가시나무  ○ ○

Quercus serrata Thunb. ex Murray 졸참나무  ○

Family Ulmaceae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

Family Moraceae

Ficus erecta Thunb. 천선과나무  ○ ○ ○ ○

Ficus oxyphylla Miq. ex Zoll. 모람  ○ ○ ○

Ficus thunbergii Maxim. 왕모람  ○ ○ ○ ○

Family Urticaceae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 Sav. 개모시풀  ○

Family Loranthaceae

Korthalsella japonica (Thunb.) Engl. 동백나무겨우살이  ○

Family Polygonaceae

Rumex acetosa L. 수영  ○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 ○

Family Amaranthaceae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

Family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 ○

Family Caryophyllaceae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 ○

Family Ranunculaceae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 ○ ○

Clematis terniflora DC. 참으아리  ○ ○ ○ ○ ○

Semiaquilegia adoxoides (DC.) Makino 개구리발톱  ○ ○

Family Schisandraceae

Kadsura japonica (L.) Dunal 남오미자 ○ ○ ○ ○ ○ ○ ○

Family Lardizabalaceae

Akebia quinata (Thunb.) Decne. 으름덩굴  ○ ○ ○ ○

Stauntonia hexaphylla (Thunb.) Decne. 멀꿀  ○ ○ ○

Family Lauraceae

Cinnamomum camphora (L.) J.Presl 녹나무  ○ ○ LC

Cinnamomum japonicum Siebold ex Nees 생달나무  ○ ○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 ○

Litsea japonica (Thunb.) Juss. 까마귀쪽나무  ○ ○ ○ ○

Machilus japonica Siebold & Zucc. 센달나무  ○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후박나무  ○ ○ ○ ○ ○

Neolitsea aciculata (Blume) Koidz. 새덕이  ○

Neolitsea sericea (Blume) Koidz. 참식나무 ○ ○ ○ ○ ○ ○ ○

Family Crassulaceae

Sedum bulbiferum Makino 말똥비름  ○

Family Saxifragaceae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iebold & Zucc.) Wilson 산수국  ○ ○

Appendix 1. List of the vascular plants of Cymbidium kanran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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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ittosporaceae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돈나무 ○ ○ ○ ○

Family Hamamelidaceae

Distylium racemosum Siebold & Zucc. 조록나무  ○ ○ ○

Family Daphniphyllaceae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굴거리나무 ○ ○ ○ ○

Daphniphyllum teijsmanni Zoll. ex Kurz 좀굴거리나무 ○ ○ ○ ○ ○ ○

Family Rosaceae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

Eriobotrya japonica (Thunb.) Lindl. 비파나무  ○ ○

Kerria japonica (L.) DC. 황매화  ○ ○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윤노리나무  ○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

Raphiolepis indica var. umbellata (Thunb.) Ohashi 다정큼나무  ○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 ○ ○ ○

Rubus buergeri Miq. 겨울딸기  ○ ○

Rubus hirsutus Thunb. 장딸기  ○ ○ ○ ○

Rubus sorbifolius Maxim. 거지딸기  ○ VU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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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Leguminosae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 ○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 ○

Family Oxalidaceae

Oxalis articulata Sabigny 덩이괭이밥 ○ ○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 ○ ○

Family Rutaceae

Poncirus trifoliata Raf. 탱자나무  ○

Zanthoxylum ailanthoides Siebold & Zucc. 머귀나무 ○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

Family Euphorbiaceae

Mallotus japonicus (Thunb.) Muell. Arg. 예덕나무  ○

Family Buxaceae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

Family Anacardiaceae

Rhus javanica L. 붉나무  ○

Rhus sylvestris Siebold & Zucc. 산검양옻나무  ○

Rhus tricocarpa Miq. 개옻나무 ○

Family Aquifoliaceae

Ilex crenata var. microphylla Maxim. ex Matsum. 좀꽝꽝나무  ○

Ilex integra Thunb. 감탕나무  ○

Ilex rotunda Thunb. 먼나무  ○

Family Celastraceae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 ○

Family Staphyleaceae

Euscaphis japonica (Thunb.) Kanitz 말오줌때  ○

Family Aceraceae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

Family Rhamnaceae

Sageretia theezans (L.) Brongn. 상동나무  ○ ○

Family Elaeocarpaceae

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 (Thunb.) H.Hara 담팔수  ○ ○ EN NT

Family Actinidiaceae

Actinidia deliciosa (A.Chev.) C.F.Liang & A.R.Ferguson 양다래 ○

Family Theaceae

Camellia japonica L. 동백나무 ○ ○ ○ ○ ○ ○

Camellia sinensis L. 차나무  ○

Cleyera japonica Thunb. 비쭈기나무 ○ ○ ○ ○

Eurya japonica Thunb. 사스레피나무 ○ ○ ○ ○ ○ ○

Ternstroemia gymnanthera (Wight & Arn.) Sprague 후피향나무  ○ ○ ○ ○

Family Guttiferae

Hypericum laxum (Blume) Koidz. 좀고추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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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lacourtiaceae

Idesia polycarpa Maxim. 이나무  ○

Xylosma congesta (Lour.) Merr. 산유자나무  ○

Family Elaeagnaceae

Elaeagnus glabra Thunb. 보리장나무  ○ ○

Elaeagnus macrophylla Thunb. 보리밥나무  ○ ○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나무  ○ ○ ○

Family Haloragaceae

Haloragis micrantha (Thunb.) R.Br. ex Siebold & Zucc. 개미탑  ○

Family Araliaceae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

Dendropanax morbiferus H.Lev. 황칠나무 ○ ○ ○ ○ ○ ○

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팔손이  ○ ○ ○ ○

Hedera rhombea (Miq.) Bean 송악 ○ ○ ○ ○ ○

Family Umbelliferae

Angelica anomala Ave-Lall. 개구릿대  ○

Family Cornaceae

Aucuba japonica for. variegata (Dombrain) Rehder 금식나무  ○

Cornus kousa F.Buerger ex Miquel 산딸나무  ○

Family Pyrolaceae

Chimaphila japonica Miq. 매화노루발  ○ ○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 ○ ○ ○ ○ ○

Family Ericaceae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 ○

Rhododendron weyrichii Maxim. 참꽃나무  ○ ○ ○ ○ ○

Vaccinium bracteatum Thunb. 모새나무  ○ ○ ○ ○ ○

대만철쭉 ○

Family Myrsinaceae

Ardisia crenata Sims 백량금 ○ ○ ○ ○ ○ ○ ○ VU LC

Ardisia japonica (Thunb.) Blume 자금우 ○ ○ ○ ○ ○ ○

Ardisia pusilla A.DC. 산호수  ○ ○ ○

Family Symplocaceae

Symplocos tanakana Nakai 검노린재나무 ○

Family Styracaceae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

Family Oleaceae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 ○ ○ ○ ○

Ligustrum lucidum Aiton 당광나무  ○ ○

Family Apocynaceae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Zucc.) Nakai 마삭줄 ○ ○ ○ ○ ○ ○

Family Verbenaceae

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새비나무 ○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 ○ ○ ○

Family Labiatae

Ajuga decumbens Thunb. 금창초  ○ ○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ex Maxim. 쥐깨풀  ○

Family Solanaceae

Solanum nigrum L. 까마중  ○ ○ ○

Family Scrophulariaceae

Veronica didyma var. lilacina (H.Hara) T.Yamaz. 개불알풀  ○

Family Acanthaceae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

Family Rubiaceae

Damnacanthus indicus C.F.Gaertn. 호자나무 ○ ○ ○ ○ ○ ○ ○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Wallr.) Hayek 갈퀴덩굴  ○

Paederia scandens (Lour.) Merr. 계요등  ○ ○ ○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

Serissa japonica (Thunb.) Thunb. 백정화  ○

Family Caprifoliaceae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 ○ ○ ○ ○ ○

Viburn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Koch) Zabel ex Rumpler 아왜나무  ○

Family Compositae

Artemisia montana (Nakai) Pamp. 산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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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a princeps Pamp. 쑥  ○

Aster scaber Thunb. 참취  ○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  ○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 ○ ○ ○

Crassocephalum crepidioides (Benth.) S.Moore 주홍서나물 ○ ○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이고들빼기  ○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

Farfugium japonicum (L.) Kitam. 털머위  ○ ○

Hypochaeris radicata L. 서양금혼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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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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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

Family Gramineae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풀  ○ ○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참억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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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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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  ○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

Poa annua L. 새포아풀  ○

Family Cyperaceae

Carex teinogyna Boott 폭이사초  ○ ○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

Family Araceae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큰천남성  ○

Family Juncaceae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

Family Liliaceae

Aspidistra elatior Blume 엽란  ○ ○

Hosta minor (Baker) Nakai 좀비비추  ○ ○ ○ ○ ○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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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dea japonica (Thunb.) Roth 만년청  ○ ○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 ○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 ○ ○ ○ ○

Family Amaryllidaceae

Narcissus tazetta var. chinensis Roem. 수선화  ○

Hippeastrum hybridum Hort 아마릴리스 ○ ○

Family Agavaceae

Yucca gloriosa L. 유카  ○ ○

Family Iridaceae

Neomarica northiana Sprague 네오마리카  ○ ○

Tritonia crocosmaeflora Lemoine 몬트부레치아 ○ ○

Family Musaceae

Musa basjoo Siebold & Zucc. 파초  ○ ○

Family Orchidaceae

Cephalanthera erecta (Thunb.) Blume 은난초  ○ ○

Cephalanthera falcata (Thunb.) Blume 금난초 ○ ○ ○ ○

Cymbidium goeringii (Rchb.f.) Rchb.f. 보춘화 ○ ○ ○ ○ ○ LC

Cymbidium lancifolium Hook. 죽백란  ○ ○ CR CR 1급

Lecanorchis kiusiana Tuyama 제주무엽란 ○ ○ EN

Liparis nervosa (Thunb.) Lindl. 흑난초  ○ CR VU

Cymbidium kanran Makino 한란 ○ ○ ○ ○ ○ ○ CR CR 1급

Family Arecaceae

Rhapis excelsa Henry ex Rehder 관음죽  ○ ○

Trachycarpus wagnerianus Hort. ex Becc. 당종려 ○ ○ ○ ○ ○

A, Rare Plants Data Book In Korea(Korea National Arboretum, 2008); B, Red Data Book of Endangered Vascular Plants in Korea(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 2012); C, Endangered Wild Fauna and Flora (Wildlife Protection Act, Ministry of Environment); D, Special Forest Protection Act(Forest Protection Act,
Korea Forest Service); E, Endemic plant (Korea National Arboretum, 2008); F, Naturalized plant (Lee et al., 2011); G, Cultivated plant and Garden plant, CR : Critically
Endangered, EN : Endangered species, LC : Least Concern, NT : Near Threatened, VU :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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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List of the bryophytes of C. kanran habitat.

Mosses

Scientific name Korean name

Family Lembophyllaceae

Dolichomitriopsis diversiformis(Mitt.)Nog. 겉호랑꼬리이끼

Family Grimmiaceae

Ptychomitrium linearifolium Reimers & Sakurai 돌주름곱슬이끼

Ptychomitrium wilsonii Sull. & Lesq. 넓은곱슬이끼

Family Thuidiaceae

Claopodium aciculum (Broth.) Broth. 가시이끼

Haplohymenium triste (Ces.) Kindb 바위실이끼

Family Dicranaceae

Oncophorus crispifolius (Mitt.) Lindb 곱슬혹이끼

Family Neckeraceae

Homalia trichomanoides (Hedw.) Schimp 윤납작이끼

Family Rhizogoniaceae

Pyrrhobryum dozyanum (Sande Lac.) Manuel 너구리꼬리이끼

Family Buxbaumiaceae

Diphyscium lorifolium (Cardot) Magombo 곰이끼

Family Amblystegiaceae

Leptodictyum humile 서울버들이끼

Family Fissidentaceae

Fissidens nobilis Griff 봉황이끼

Family Bryoxiphiaceae

Bryoxiphium norvegicum (brid.) Mitt 새우이끼

Family Polytrichaceae

Atrichum rhystophyllum (Müll. Hal.) Paris 아기주름솔이끼

Pogonatum neesii (Müll. Hal.) Dozy 들솔이끼

Polytrichum commune Hedw. 솔이끼

Family Hylocomiaceae

Pleurozium schreberi (Willd. ex Brid.) Mitt. 겉창발이끼

Family Brachytheciaceae

Homalothecium laevisetum Sande Lac. 나무가지이끼

Family Mniaceae

Rhizomnium striatulum (Mitt.)T.J. Kop. 줄미선초롱이끼

Trachycystis microphylla (Dozy & Molk.) Lindb 아기초롱이끼

Family Hypnaceae

Eurohypnum leptothallum (Müll. Hal.) Ando 산누운깃털이끼

Hypnum plumaeforme Wilson 털깃털이끼

Family Leucobryaceae

Leucobryum juniperoideum (Brid.) Mull. Hall. 가는흰털이끼

Liverworts

Family Metzgeriaceae

Metzgeria lindbergii Schiffn. 리본이끼

Family Porellaceae

Porella ulophylla (Stephani) S. Hatt. 주름세줄이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