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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rare plants distributed in Chungnam area from April, 2012 to

November, 2017. The rare plant populations that are emerging are: Utricularia pilosa, Jeffersonia du-

bia, Iris ruthenica, Tipularia japonica, Calanthe discolor,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Ranunculus

kazusensis, Berchemia racemosa, Pogonia minor and Glehnia littorali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plant resources in the rare species category

were one important type (CR), three hazardous species (EN) and six vulnerable species (VU). As a

result of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threats, five types of habitat types,

two aquatic areas, two types of flatland and coastal sand dune distribution types were analyzed. The

decreasing tendency of the rare plant populations in the surveyed area is judged to be artificial dis-

turbance and habitat destruction rather than climate or environmental change. Considering the cha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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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istics of habitat, conserv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population.

Key Words :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Restoration, Population

I. 서 론

우리나라의 희귀식물은 멸종위기식물, 보호

식물, 감소추세종, 특정식물, 법정보호식물, 적

색 식물목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희귀식물과 관련하여 보전사업을

수행하면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Rare and

Endangered Species)’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으나, 환경부의 2004년 자연환경보전

법에서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한

후, 이 명칭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희귀식

물」이라는 단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Korea

National Arboretum, 2017). 멸종위기종의 효과적

인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류군

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과 서식지의 환경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Orians and Soule,

2001). 또한 식물 종의 유전적 특성과 구조에 관

한 정보 역시 유전자 흐름이나 집단의 적응 능

력 등 해당 분류군의 진화 역사에 대한 기초자

료로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Avise, 1994;

Hamrick and Godt, 1966; Hart and Clark, 1997).

희귀․특산식물 보전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생지 보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생지에 대한 기

초조사 및 생태적 환경에 대한 정보파악이 무엇

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Kang et al., 2007). 우

리나라의 희귀식물 지정현황은 Park (1975)이

106종류를 기재한 것을 필두로Lee (1981) 118종

류, Lee(1987) 79종류를 발표하였다(Shin et al.,

2010). 기관으로는 Ed(1993)가 132종류를 발표

하였으며, Me(1998)가 법적보호종으로 58종류

를 선정하였고, 2001년에는 보호종으로 78종류

를 선정하였다. 또한 Korea Forest Service(1997)

은 희귀식물 217종류와 후보종 41종류를 합친

총 258종류를 발표하였고, Hyun (2001)은 희귀

식물 174종류를 선정하였다. 외국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IUCN의 기준에 따라 EX(멸종)

17종류, EW(야생에서의 멸종) 12종류, CR(멸종

위기) 471종류, EN(위기종) 410종류, VU(취약

종) 517종류, NT(비위험종) 및 DD(자료부족종)

등 7개의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NT(비위험종)

및 DD(자료부족종)를 제외한 1,427종류를 희귀

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

라 우리나라도 OECD 국가로서 생물다양성협약

(CBD),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식물원보

전연맹(BGCI)에 식물보전 모니터링 및 현황보

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희귀식

물에 대한 지역별 정보 구축과 현황 파악이 반

드시 필요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

토의 생태축인 13정맥 중 하나인 금북정맥이 지

나는 주요 지역인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희귀식

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생태적 환경정보 구축

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지역은 서

해안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해안성 식물이 서식

하고 있으며, 난대성 식물이 북방 한계치를 보이

는 등 다양한 식물 군집 양상이 나타나는 특성

이 있다(Korea National Arboretum, 2017b).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생태학적으로 독특한 환

경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희귀식물에 대한 자생지의 생

태적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희귀식물의 실태를 파

악하고 현재 생육하고 있는 개체군의 구성적 특

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추후 희귀식물

서식지의 온전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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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ver chungnam province from 1970 to 2000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연구대상지인 충청남도의 지리적 위치는 남

단 : N 35 ˚ 58’ 30”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북

단 : N 37 ˚ 03’ 44”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동단 : E 127 ˚ 38’ 31”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서단 : E 125 ˚ 32’ 21”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리)이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의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해 있

다(Chungnam, 2018).

2. 조사지 기후

조사지의 기후를 알아보기 위해 WorldClim

(Fick and Hijmans, 2017) 자료를 제공받아 충청

남도 지역을 추출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자료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30년간(1970∼2000)

의 관측자료를 취합하여 공간보간한 결과로 약

1km의 해상도를 갖는다. 분석결과, 충청남도 지

역의 연평균 기온은 11.7℃, 연평균 총강수량은

1,256.8mm이며, 월별로는 평균기온의 경우 8월

이 24.8℃로 가장 높았고, 강수량의 경우 7월이

288.4mm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는 평균기온의 경우 서천군이 12.5℃로 가장

높고 천안시 동남구가 11.2℃로 가장 낮았으며,

강수량의 경우 계룡시가 1,317.7mm로 가장 높

고 태안군이 1,174.3mm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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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map showing the study area of rare plants in Chungnam province.

3. 연구방법

1) 야외조사

2012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충남지역

의 희귀식물인 솔붓꽃, 비비추난초, 새우난초,

어리병풍, 매화마름, 먹넌출, 들통발, 깽깽이풀,

방울새란, 갯방풍의 모니터링 및 위협요인 분석,

계절별 식생조사를 수행하였다. 식생조사는 식

물사회학적 식생조사법에 따라 조사구내에 출

현하는 각 종의 피도(coverage)와 개체수를 조합

시킨 우점도(dominance) 계급을 층위별로 구분

하여 판정 기록하였고(Ellenberg, 1956; Braun-

Blan-quet, 1964), 방형구는 출현하는 최상층 수

목의 2배로 조사하였으며, 입지환경에 따라 교

목성 10m×10m, 관목성 5m×5m, 초본성 2m×2m으

로 조사하였다. 각각의 모니터링 대상종에 대하

여 개체간의 위치나 수관의 상하관계를 나타내

기 위하여 수관투영도, 대상종의 서식지 지형을

나타내기 위해 단면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군

집구조를 파악하였다. 식물분류와 동정은 산림

청(KFS, 2010)을 기준으로 하였고, 식물의 동정

은 Lee(1996a), Lee(1996b), Lee(1980; 2003a;

2003b), Park(2009) 원색한국수목도감(Hong et al,

1987 등의 도감을 참고하였다. 희귀․특산식물의

대상종 선정은 희귀식물목록집(Korea National

Arboretum, 2008)에 따랐다.

2) 실내분석

연구대상지의 희귀식물 개체군을 토대로 수집

된모든 현장조사정보는범용스프레드시트소프

트웨어인 Excel 2007을이용하여소표(raw table)화

한후, 그분포특성, 생장특성, 그리고생태특성

등을 분석하고 QGIS(Qgis Develop- ment Team,

2015)를이용하여 Geo-DB화하였으며, 서식지지형

을나타내기위해단면도를작성하였다. 또한충남

지역에 자생이 확인된 희귀식물개체군의 시계열

적개화특성과성숙․결실개체수를파악하여희

귀식물 개체군의 유지기작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충남지역 희귀식물 분포 현황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지역에서 조사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은 총 22종(Table 1)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기준의 희귀식물은 총

15종으로 희귀식물등급 취약종(VU)은 매화마

름, 모감주나무, 먹넌출, 가시연꽃, 새우난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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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ientific name Common name R. species E. species Habitat

1 Eranthis byunsanensis 변산바람꽃 ◎ Forest

2 Weigela subsessilis 병꽃나무 ◎ Forest

3 Scopolia japonica 미치광이풀 LC Valley

4 Isopyrum manshuricum 만주바람꽃 EN Valley

5 Euryale ferox 가시연꽃 VU Aquatic

6 Phacelurus latifolius 모새달 LC Salt marsh

7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어리병풍 ◎ Forest

8 Glehnia littoralis 갯방풍 LC Coast dune

9 Crypsinushastatus 고란초 LC Rock face

10 Carpinus turczaninovii 소사나무 ◎ Forest

11 Koelreuteria paniculata 모감주나무 VU Coast dune

12 Calanthe discolor 새우난초 VU Forest

13 Tipularia japonica 비비추난초 EN Forest

14 Tricyrtis macropoda 뻐꾹나리 LC Forest edge

15 Chloranthus fortunei 옥녀꽃대 DD Forest edge

16 Ranunculus kazusensis 매화마름 VU Aquatic

17 Pogonia minor 방울새란 VU Forest edge

18 Pogonia japonica 큰방울새란 VU Forest edge

19 Syringa patula 정향나무 LC Forest

20 Paeonia japonica 백작약 VU Forest

21 Iris ruthenica 솔붓꽃 EN Forest

22 Berchemia racemosa 먹넌출 VU ◎ Forest edge

Table 1. Habitats list of rare plants in Chungnam provinc

울새란, 큰방울새란, 백작약으로 8종, 약관심종

(LC)은 미치광이풀, 모새달, 갯방풍, 고란초, 뻐

꾹나리, 정향나무로 6종이 나타났다. 멸종위기

종(EN)은 만주바람꽃으로 충남 광덕산의 계곡

부에서 약 20m×40m 정도의 크기로 출현하였으

며, 자료부족종(DD) 옥녀꽃대는 안면도의 임연

부에 뻐꾹나리와 서식지를 공유하며 분포하고

있었다(Table 1). 조사된 희귀식물의 자생지 유

형은 산림에 분포하는 식물종이 가장 많았고,

계곡부에 분포하는 식물군락은 미치광이풀, 만

주바람꽃, 습지유형에는 가시연꽃이 있었으며,

해안사구 유형에는 갯방풍과 모감주나무가 출

현하였고, 기수습지 유형에는 모새달이 출현하

는 등 다양한 공간에서 매우 협소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2. 서식지 유형별 개체군 특성

2010년 3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조사된 충남

지역 희귀․특산식물의 대표적 생활형은 목본식

물이 4종으로 모두 낙엽활엽관목이었다. 또한 초

본성 식물은 15종으로 염생식물, 호소식물, 해안

사구식물, 산림식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

으며(Table 1), 조사된 희귀식물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갈매나무과 먹넌출은 수광량이 많은 곳

에 자생하는 덩굴성 낙엽활엽수로 개체군은 임

도에서 2m내외의 거리에서 칡과 함께 생육하고

있고 경쟁식물에 의한 개체군 피압에 노출되어

있었다.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희귀식물

은 인간의 인위적 간섭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

분포하였다. 또한 각 식물종별 생활형은 목본

23%, 초본 71%, 양치식물 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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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rade Common name Scientific name Area Plot

1 CR 들통발 Utricularia pilosa T’aean-gun 2

2 EN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Seosan-gun 2

3 EN 솔붓꽃 Iris ruthenica Seosan-gun 2

4 EN 비비추난초 Tipularia japonica T’aean-gun 1

5 VU 새우난초 Calanthe discolor T’aean-gun 2

6 VU,
1
특 어리병풍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Gongju-si 2

7 VU 매화마름 Ranunculus kazusensis T’aean-gun 2

8 VU,
2
천 먹넌출 Berchemia racemosa T’aean-gun 2

9 VU 방울새란 Pogonia minor T’aean-gun 1

10 LC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Seocheon-gun 2

※
1
특: Endemic plants,

2
천: Natural memories

Table 2. Rare plants and distribution area in Chungcheongnam-do

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70 45 20

In 2014 60 35 21

In 2015 35 15 12

In 2016 4 2 1

In 2017 5 3 1

Table 3.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Utricularia pilosa population

3. 개체군 동태

충남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의 개체군 동

태를 태안군, 서산시, 공주시, 서천군 4지역을

대상으로 CR 1종, EN 3종, VU 6종으로 총 10

종 18개의 방형구를 설치하여 개체군 크기와 서

식지 유형, 개체군의 시계열적 증감현황을 측정

하였다(Table 2).

1) 솔붓꽃 (Iris ruthenica )

솔붓꽃의 자생지 환경은 해발 76m의 개활지

에서 연속적인 소집단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었

다. 솔붓꽃 개체군 조사지역은 위도 36° 41’ 경

도 126° 32’이고, 해발 76m, 방위 SE로 공동묘

지 주변이며 경사 5°의 완만한 인공초지이다.

계절적 생태변화를 비교해보면 2016년 4월 1일,

2017년 4월 8일에는 솔붓꽃의 근생엽이 올라오

고 있었고 2016년 4월 15일과 2017년 4월 22일

에는 솔붓꽃의 개화가 진행 중이었다. 2016년 6

월 4일, 2017년 5월 19일에는 솔붓꽃의 종자가

결실 중이었다(Table 3). 2016년에 비해 2017년

에 전체 개체수와 성숙 개체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 이러한 이유는 솔붓꽃 개

체군의 자생지가 공동묘지로 성묘객의 답압과

벌초, 채취 등의 인위적 교란으로 판단되었다.

솔붓꽃 개체군의 보전을 위하여 인근의 비슷한

환경에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현지에서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들통발 (Utricularia pilosa)

들통발 자생지 환경은 해발 32m의 인공저수

지에서 연속적인 소집단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

었다. 들통발은 물속에 있는 줄기(수중경)는 물

에 떠다니며 지면에 붙지 않는 특징을 갖는 멸

종위기종(CR)으로 통발과에 식충성 한해살이풀

이다. 들통발 개체군의 자생지는 농업용수를 꾸

준히 제공하는 곳으로서 저수량이 감소하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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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12 5 5

In 2014 60 0 0

In 2015 72 30 0

In 2016 50 25 0

In 2017 55 0 0

Table 4.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Utricularia pilosa

Figure 4. Utricularia pilosa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Figure 3. Iris ruthenica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체군의 훼손이 우려된다(Figure 4). 이는 같은

조건에서 생육하는 연꽃과의 경쟁에서 뒤처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깽깽이풀의 자생지 환경은 해발 84m의 임연부

에서 불연속적인 소집단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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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Jeffersonia dubia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10 1 0

In 2014 30 14 10

In 2015 25 12 10

In 2016 30 20 17

In 2017 24 10 0

Table 6.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Tipularia japonica population

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2 1 1

In 2014 8 3 3

In 2015 6 3 1

In 2016 0 0 0

In 2017 1 1 0

Table 5.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Jeffersonia dubia population

다. 산지의 자연활엽수림에 자생하였으며 모암은

화성암류이고 토습은 약습이며, 간벌로 인한 숲

틈에 자생하고 있었다(Figure 5). 해마다 개체수

가 감소하는 이유는 관상목적으로 인한 남획과

과도한 숲가꾸기로 인한 서식지파괴로 사료된다.

4) 비비추난초 (Tipularia japonica)

비비추난초는 일본, 중국, 네팔, 미국과 한국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도)의

낙엽이 많은 부엽질의 환경과 습도가 높은 지역

에 분포한다. 충남지역의 자생지 환경은 해발

42m의 산림에서 불연속적인 소집단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었다. 산지의 소나무인공림에 자생

하였으며 모암은 화성암류이고 토습은 약습이

며, 이전의 과도한 약도간벌로 인해 숲 틈에 자

생하고 있었다. 개체군의 변화가 뚜렷한 변화가

없는 편이지만, 개화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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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70 30 2

In 2014 60 25 20

In 2015 40 30 1

In 2016 45 35 27

In 2017 40 20 15

Table 7.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Calanthe discolor population

Figure 7. Calanthe discolor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Figure 6. Tipularia japonica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5) 새우난초 (Calanthe discolor)

새우난초는 서남해안 및 제주도에 20여 곳의

자생지가 있다고 알려진 취약종(VU)으로 난초과

에 다년생초본이다. 새우난초의 충남지역의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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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273 1 0

In 2014 60 28 12

In 2015 25 2 0

In 2016 20 11 9

In 2017 30 15 8

Table 8.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population

지 환경은 해발 43m의 임연부에서 연속적인 소

집단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었다. 산지의 소나무

인공림에 자생하였으며 모암은 화성암류이고 토

습은 약습이며, 과도한 약도간벌로 인해 숲 틈에

자생하고 있었다. 새우난초의 개체군은 지속적으

로 숲가꾸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자생하고 있었

고, 벌도목의 정리 등으로 인해 피압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관상가치가 높은 종이기

때문에 남획이 우려되는 종이므로 자생지의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어리병풍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어리병풍은 해발 674m의 능선부에서 연속적

인 군락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된 희

귀식물의 자생지 중 가장 높은 해발에서 발견되

었으며, 산지 능선부의 낙엽활엽수림 하층에 연

속적인 군락분포를 이루고 있었다(Figure 7). 비

교적 인간의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어리병풍의

자생지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인위적인 간섭

과 훼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층

부를 교목층이 95% 이상 점유하고 있어서 개화

율이 낮아 자연수정이 원활하지 않고, 불완전

결실과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에 의한 자생지 교

란이 확인되었다.

7) 매화마름 (Ranunculus kazusensis)

자생지의 식생조사결과 출현한 식물은 총 9

종류로 교목층과 아교목층, 관목층은 출현하지

않았다. 초본층에는 매듭풀, 벼룩이자리, 쇠뜨기

등이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 매화마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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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1700 400 0

In 2014 1000 450 300

In 2015 900 400 350

In 2016 950 550 400

In 2017 900 500 0

Table 9.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Ranunculus kazusensis population

Figure 9. Ranunculus kazusensis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12 8 8

In 2014 10 6 6

In 2015 8 8 5

In 2016 10 6 1

In 2017 10 6 4

Table 10.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Berchemia racemosa population

태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2016년 4월 15일, 2017

년 4월 8일에 개화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2016년

4월 30일과 2017년 4월 22일에 개화 중이었다

(Figure 9). 2016년 5월 13일에 종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7년도에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매화마름은 경작중인 논에 서식하는 생태적 특

성을 가진다. 하지만 수리시설의 발달과 농지개

량(복토, 객토), 농약과 제초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먹넌출 (Berchemia racemosa var. magna Makino)

먹넌출은 갈매나무과 청사조의 변종으로서 천

연기념물로 지정된 낙엽활엽덩굴 식물이다. 충

남지역의 자생지 환경은 해발 52m의 산지 사면

하부에서 연속적인 군락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

었다. 자생지의 식생조사결과 출현한 식물은 총

36종로 목본류가 19종, 초본류가 10종, 양치류가



94 신학섭․한상학․최철현․손성원․윤충원

Figure 11. Pogonia minor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total individsual mature individsual fruition individsual

In 2013 2 2 2

In 2014 5 4 3

In 2015 3 0 0

In 2016 0 0 0

In 2017 0 0 0

Table 11. Yearly increase and decrease of Pogonia minor population

Figure 10. Berchemia racemosa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1종, 덩굴성 식물이 6종이었다. 층위별로 살펴보

면 교목층에서는 소나무가 나타났으며 아교목층

에서는 나도밤나무, 서어나무 관목층에서는 국

수나무, 때죽나무 초본층에서는 으름덩굴, 애기

나리 등이 출현하였다(Figure 10). 먹넌출은 모든

층위에서 전부 출현하였으며, 자생지는 숲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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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opulation 20 Flow rate 75.0%

Mature population 15
Fertility rate 50.0%

Number of the fruit 10

Table 12. The size and flowering rate for Glehnia littoralis Population

Figure 12. Glehnia littoralis population habitats and sections

기나 태풍의 영향으로 상층부의 숲틈이 개방되

어 있어 개화와 결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9) 방울새란 (Pogonia minor)

충남지역 방울새란의 서식지는 해발 24m의

완만한 임연부의 햇빛이 잘 드는 해안가 주변

개활지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무덤에서 서식하

고 있었다. 식생조사결과 출현한 식물은 총 9종

류로 목본류가 2종류, 초본류가 4종류, 양치류

가 1종류, 덩굴성 식물류가 1종류로 나타났다

(Figure 11). 층위별로 살펴보면 교목층, 아교목

층, 관목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본층에는 기

름새, 청미래덩굴 등이 출현하였다.

10)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갯방풍은 황색뿌리가 땅 속 깊이 들어가며 전

체에 긴 백색 털이 있는 산형과에 속하며, 약관심

종(LC)인 다년생 초본으로 자생지는 해발 15m의

서해안을 따라 잘 발달된 해안사구에 연속적인

소집단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었다(Figure 12). 대

부분 1차 해안사구와 2차 해안사구에서 출현하

며, 인간의 간섭이 적은 해안사구에 잘 발달하였

다. 갯방풍 자생지에서 출현한 식물은 총 16종류

로 목본류가 4종류, 초본류가 11종류, 덩굴성 식

물이 1종류로 나타났다. 층위별로 살펴보면 교목

층에는 곰솔이 출현하였고 관목층에는 곰솔, 아

까시나무, 초본층은 띠, 갯메꽃 등이 출현하였다.

2016년과 2017년 갯방풍의 계절 생태변화를 비

교해보면 2016년 5월 15일에 개엽이 진행중이였

다. 2016년 6월 14일에는 개화를 확인했으며,

2015년 7월 10일, 2016년 7월 13일 결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2016년 8월 23일에는 종자가 낙과

되어 있었다.

3. 관리 및 보전방안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희귀식물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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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Common
name

Scientific nam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Hurry Urgency
Very
urgent

LC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Need continuous monitoring
Prevent artificial damage

　 　 　

CR 들통발
Utricularia
pilosa

Strengthened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habitats
Establishment of council and review of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

EN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Requires artificial intervention to manage native land
Elimination of competitive species and forest clearance

EN 솔붓꽃
Iris

ruthenica
Strengthening civic participa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ve habitat

EN 비비추난초
Tipularia
japonica

Cultivating forests for native land conservation

VU 새우난초
Calanthe
discolor

Planning for habitat monitoring and management

VU,
1
특 어리병풍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Requires artificial intervention to manage native land

VU 매화마름
Ranunculus
kazusensis

Obtain alternative habitats and induce growth

VU,
2
천 먹넌출

Berchemia
racemosa

Continuous monitoring of seedling growth

VU 방울새란
Pogonia
minor

Obtain native land information and further investigation

Table 13. Rare plant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in Chungnam area

인위적 간섭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식지 유형은 개활지,

수생, 산림, 임연부였으며, 개체군의 크기가 서

해안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갯방풍군

락을 제외하고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 가능한 한

계범위를 벗어나 개체군이 완전히 소실될 위험

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희귀식물

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조

사구 선정 및 위협요인 분석을 위한 서식지 내

환경요인 파악,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파악을

위한 개화 및 결실시기 조사, 종간 경쟁으로 인

한 쇠퇴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개체군 구조 및 종

간 상호작용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서식지

유형별 보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

이다(Table 13).

IV. 결 론

충청남도의 지형은 대부분 저지대가 많고 해

발 고도가 1,000m 이상인 지역이 없으며, 평균

고도가 100m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도분포를

보인다. 또한 서쪽으로는 서해안이 서천군에서

부터 당진시까지 이어져 있다. 이러한 지형과

기후적 요인으로 산악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

물의 분포는 매우 제한적이며,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의 해안사구식물, 임연부식물, 수생식물 등

의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조사기간 동안 확인된 희귀식물은 해안사

구식물, 호소식물, 산림식물 등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었다. 이밖에 조사되지 않은 희귀식물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대상지의 지리적 특

성으로 인해 고산성 희귀식물은 서식지의 부재

로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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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충남지역의 희귀식물은 기후변화의 영향

보다는 인위적 간섭이나 훼손되기 쉬운 장소에

분포하였다. 또한 서식지유형은 개활지, 수생,

산림, 임연부이며 갯방풍군락 외에는 서식지의

크기가 작아 한번 훼손되면 절멸될 위험성이 높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와

희귀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고 보전방안을 수립

하여 국가 생물종 다양성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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