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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zoology and botany name caused by language and science

differences of South and North Korea since division. Biological data are collected North Korea bio-

logical information (flora and fauna, an illustrated flora and fauna book of North Korea, Etc.) and com-

pared both side data based on national species list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We could built 3,903 species of flora and 1,487 species flora on biological database. The criteria for

comparative method is 5 types (korean name difference, scientific name difference, same species, sim-

ilar species, North Korea endemic species). As a results, plants were identified korean name difference

(911 species), scientific name difference (614 species), same species (880 species), North Korea en-

demic species (1,037 species) of 3,903 species, and animals were korean name difference (685 spe-

cies), scientific name difference (104 species), same species (199 species), North Korea endemic spe-

cies (226 species) of the 1,492 species. This results are expected to be in application with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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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r recovering bioinformatics differences of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Biological information, Scientific name difference, Same species, Similar species, North

Korea indigenous species

I. 서 론

최근 인구증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계 내 서식처 파괴로 동식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Formanm, 2001).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현

황 및 변화를 파악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utschart et al.,

2010; Pimm et al., 2014).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

유를 위해 국내외 생물다양성 기구에서는 데이

터 표준화 방법 및 교환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생

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 (이하 DB)를 구축하였

다 (Ahn et al., 2005; Zhang, 2012). 생물 조사

결과의 정량화 및 객관화를 통해 구축된 생물다

양성 DB는 생물종목록에서부터 기후, 생태 및

분류학적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Berendsohn et al., 2003; Yesson et al., 2007).

생물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

서 국가에서 권역 수준까지 국제 생물다양성 DB

의 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Park et al., 2004).

한국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생물다양성 연구는

주로 남한에 편중되어 있지만, 생물다양성 정보공

유체계 내 국가 간 상호보완적 특성에 따라 한반

도 차원에서 생물자원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생물종 현황 및 분포에 대한 연구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MOE, 2016; CDB-CHM Korea,

2019). 하지만 한반도 차원에서 생물 관련 연구는

분단된 기간 동안 언어 및 학문의 이질화로 인한

제약이 있으며,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물종

위치정보 이용한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에 관한

자료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반도 생물정보 분석 연구는 1945년 이전

채집과 문헌 기록을 근간으로 정리된 식물종 정

이명 자료와 채집지명목록이 존재한다 (Chang

et al., 2014; Korea forest service, 2015).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북부의 생물자료에 대한 접근경로가 한

동안 차단되었다 (Korea forest service, 2015).

최근 북한의 생물관련 논문, 보고서, 책자 등이

다양한 경로로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의생

물종목록에 대한 국내 연구가 진행되어 일부 분

류군에 북한지역의 국가생물종목록집이 발간되

었다 (NIBR, 2012, 2013, 2018).

지금까지 한반도 생물다양성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 확보의 한계로 논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반도 생물 및 생태 관련 연구를 위해

북한의 생물종정보 수집과 DB 구축, 그리고 생물

종정보 비교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생물

종목록 DB구축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생물다양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의 동식물 종다양성

및 분포양상 파악에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

한지역의 생물종정보 DB를 구축하여 국가생물종

목록 남북 생물종명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의 생

물자료를 수집하여 북한 생물종의 현황을 DB화

하였다. 또한, 분단의 시간으로 이질화된 언어의

차이로 인한 남북의 생물종명에 대해 비교하였고,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생물종 위치

정보를 DB에 수록할 수 있었다.

II. 생물정보 DB 구축 내용 및 방법

1. 자료수집

생물 자료는 북한지역 동․식물 자료와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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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Publishing company Year

1 Book of the flora (2) Science publishing house 1976

2 Color book of the flora (1) Science encyclopedia publishing house 2000

3 Color book of the flora (2) Science encyclopedia publishing house 2001

4 Flora of Coreana (1)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6

5 Flora of Coreana (2)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6

6 Flora of Coreana (3)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7

7 Flora of Coreana (4)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8

8 Flora of Coreana (5) Science publishing house 1975

9 Flora of Coreana (6) Science publishing house 1976

10 Flora of Coreana (7)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1999

11 Flora of Coreana (8)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0

12 Flora of Coreana (9)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0

13 Fauna of Coreana (bird 1)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0

14 Fauna of Coreana (bird 2)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1

15 Fauna of Coreana (fish 1)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6

16 Fauna of Coreana (fish 2)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7

17 Fauna of Coreana (fish 3)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8

18 Fauna of Coreana (mammal)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15

19 Fauna of Coreana (amphibian reptile) Science & Technology publishing house 2009

20 Mt. Geuwal Biological Protection District Agriculture publishing house 2009

21 natural monument Guide Book Agriculture publishing house 1994

22 Choseon medicinal herb (1) Medical science publishing house 2009

23 Choseon medicinal herb (2) Medical science publishing house 2010

24 Geumgansan natural park Agriculture publishing house 2010

25 Baekdusan field guide Science encyclopedia publishing house 1998

26 Choseon encyclopedia (V.20) encyclopedia publishing house 2006

(Do and Im, 1976; Im, 1976, 1998, 1999, 2000; Im et al., 1975, 1996a, b, 1997, 2000, 2001; Im and Lee 2000;

Kim and Gil, 2006, 2007, 2008, 2011; Kim and Han, 2009; Kim et al., 2015; Kim, 1998; La et al., 2009; Lee

et al., 2010; Lee and Lee, 1994; Moon and Moon, 2009, 2010; Won and Park, 2010)

Table 1. Biological Related Books of North Korea

지 북한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자료를 수집하

였다.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학술지는 약 57종으

로, 주로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과학기술출판사,

발명총국, 산림과학원, 농업출판사,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등에서 발행한

다.

생물정보 DB 구축을 위해 확보한 북한의 생

물학 관련 자료는 9가지 단행본 43권으로 현재

까지 발행된 북한 동식물자료 중 동물 자료 일

부를 제외하고 식물자료는 모두 확보하였다

(Table 1).

남한의 생물정보 DB에는 국가생물다양성 정

보공유체계의 적용을 위해 구축된 국립생물자

원관의 국가생물종목록이 이용되었다 (CDB-

CHM Korea, 2019).

2. 북한 동식물 비교 자료 DB구축

북한 생물 DB 구축은 남한의 종명과 비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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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 Families
Korean name Scientific name

Life form Habitat Source Year Page Etc
North South North South

Vascular
plants

Heath 왕백산차
Ledum palustre var.

maximu
m

shrub
Baekdu
Mt.

Choseon
flora (V.5)

1975 36
Endemic
species

Vascular
plants

Heath
긴잎백산
차

×

Ledum
palustre

var.longifoli
um

× shrub
Baekdu
Mt. and
Gilju

Choseon
flora (V.5)

1975 36
Endemic
species

Mammals Felidae 시라소니 스라소니 Lynx lynx
High

mountain

Choseon
fauna

(mammal)
2015 172

protected
species

Mammals Felidae 표범 Panthera pardus
High

mountain

Choseon
fauna

(mammal)
2015 174

protected
species

Mammals Felidae 범 호랑이 Panthera tigris
Baekdu
Mt.

Choseon
fauna

(mammal)
2015 175

protected
species

Table 2. Database Fields for Construction

한의 생물 서식지에 대한 정보 파악 및 발행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선정하였다. 남

북 생물종 비교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종목록 기준

과 비교될 수 있도록 병기하여 구축하였다.

동식물은 생활형, 주요 분포지역, 출처와 연

도 및 페이지, 기타 등을 DB로 구축하였다. 북

한 과명을 명시하고 다음으로 동물의 북한 한글

명과 남한 한글명을 병기하고 남북한 학명을 병

기하였다. 다음으로 동물의 분포상황을 표기하

고 마지막으로 동물관련 기록의 출처를 밝혔다

(Table 2).

분포지역 정보는 남한과 달리 경위도 좌표 또

는 주소를 명시하지 않고, 생물종의 서식지에

대하여 “범 (호랑이)은 개마고원 산간지대의 삼

지연군일대 남포태산의 산지와 대홍단군 초계

수 하천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와 같이 서술에

서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름 (지명, 산정,

하천, 호수 등)과 산지지역, 분지, 서식지의 지리

적 설명을 분리시킨 후, 위치좌표 확보 작업을

하였다.

위치좌표는 구글 서버의 전세계 지명 위치정

보와 북한 지명지 정보를 활용하여 지오코딩

(geocoding)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지오코딩은

지명이나 동식물 기술 설명에서 대략적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지명을 추출하였고, 북한의 위

치정보는 구글서버에 지명 정보를 전송하여 위

치정보를 호출 받는 방식으로 구글서버와 R 통

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생물종에 대한 위치정보

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보정하는 작업은 북

한의 지명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를 보정하여

분포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Figure 1, 2; NGII,

2016a, b). 다만, 지오코딩 기법은 GPS와 같은

방식의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주소나 지

명으로 조사된 자료 또는 접근에 불가능한 지역

의 생물자료를 지도화하여 활용할 가치가 높다.

지오코딩 기법으로 확보된 위치정보를 통해 동

식물 및 보호종에 대한 북한 전역의 분포도의

제작이 가능하였다.

III. 결 과

1. 북한의 생물다양성

북한 식물 구축건수는 4,380건이며 이중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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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a Taxon No. of species No. of each taxon

Flora

Fed algae 43 107 families 16 genera 43 species

Brown algae 13 2 families 4 genera 13 species

Rreen algae 4 2 families 2 genera 4 species

Pteridophyta 189 21 families 51 genera 179 species 18 varieties 1 form

Gymnosperm 75 9 families 20 genera 39 species 9 varieties 27 form

Angiosperm
(monocotyledon)

551
14 families 110 genera 434 species 104 varieties 13 form
22 families 151 genera 534 species 66 varieties 9 form

Angiosperm
(dicotyledoneae)

3,028 135 families 719 genera 2,181 species 729 varieties 118 form

Fauna

Mammal 124 32 families 81 genera 124 species

Bird 456 55 families 203 genera 456 species

Reptile 26 9 families 18 genera 26 species

Amphibian 15 6 families 7 genera 15 species

Fish 866 191 families 525 genera 866 species

Table 3. Species and Taxon of North Korea

Figure 1. Plant and nimal distribution. Figure 2. Protected species distribution.

는 총 3,903종으로서 그 중 하등식물류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가 60종으로 1.54%, 양치식물이

189종으로 4.84%, 나자식물이 75종으로 1.92%,

피자식물이 3,579종으로 91.70%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3; Figure 2,3). 이중 하등

식물류는 참고자료가 미흡하여 자료에 있는 종

만 기재하였으며 추후 종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피자식물 중 단자엽식물의 종수

는 1976년에 출판된 조선식물지 제7권 (구)과

2000년에 새로 출판된 조선식물지 제9권 (신)이

있어 2가지 버전의 내용을 모두 기입하였으며

총 종수의 기입은 새로 2000년 버전의 551종을

기준하였다.

북한 동물 구축건수는 1,492건이고 종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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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btotal
Korean
name

Scientific name Same species
Similar
species

Endemic
species

Red algae 43 13 0 2 11 17

Brown algae 13 7 3 0 1 2

Green algae 4 0 0 1 0 3

Pteridophyta 189 30 49 49 30 31

Gymnosperm 75 14 11 10 7 33

Angiosperm*
(monocotyledon)

551 178 69 143 54 107

Aangiosperm
(dicotyledoneae)

3,028 669 482 675 357 844

Total 3,903 911 614 880 460 1,037

* 피자식물 중 단자엽식물종은 새로 출간한 제9권은 551종 (신권); 제7권은 534종 (구권)

Table 4. Flora Name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 units species

Figure 3. Difference comparison of flora name Figure 4. Flora comparison per each classification

1,487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포유류는 124

종으로 8.34%, 조류는 456종으로 30.67%, 파충

류는 26종으로 1.75%, 양서류는 15종으로

1.01%, 어류는 866종으로 58.24%를 차지한다.

2. 남북 동식물명비교

1) 식물종명비교

남북한 식물종 3,903종에 대한 명명 차이는

Table 4와 같이 조사되었다. 홍조류, 갈조류, 녹

조류 등 하등식물종류는 총 60종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의 제한으로 적게 기재되었으며 추

후 종의 추가가 필요하다. 그 외 양치식물, 나자

식물, 피자식물은 총 3,842종으로 나타났다

(Figure 4). 단자엽식물의 경우 1976년에 출판된

조선식물지 제7권과 2000년 출판된 조선식물지

제9권 두 가지로 나누어 구축하였고 비교분석표

의 종 분석은 새로 출간한 제9권 (551종)을 기

준하였다 (551종(신) [534종(구)]).

식물명 비교는 종명의 특징에 따라 ① 학명

은 같으나 남북한 사이 언어차이로 국명이 다른

종 ② 국명은 같으나 학명이 다른 종 ③ 남북한

이 일치하는 종 ④ 속명이 같거나 종소명이 유

사한 종 (변종, 품종 포함), ⑤북한고유종 5가지

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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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btotal Korean name Scientific name Same species
Similar
species

Endemic
species

Mammal 124 47 15 30 0 32

Bird 456 261 23 102 43 27

Reptile 26 10 5 3 3 6

Amphibian 15 3 5 1 0 6

Fish 866 364 56 63 228 155

Total 1,487 685 104 199 274 226

Table 5. Fauna name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 units: species

Figure 5. Difference comparison of fauna name Figure 6. Fauna comparison per each classification

남북한의 양치식물, 나자식물, 단자엽식물, 쌍

자엽식물의 명칭이 그림과 같이 모두 일치하는

종 수는 각각 49종, 10종, 143종, 675종으로 총

877종으로 전체식물종 (하등식물 제외) 22.83%

를 차지한다. 이중 북한에만 분포하는 종은

1,037종으로서 전체 식물 중 26.99%를 차지하

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종은 국명, 학명 등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ure 5). 하등식물의

경우 정확한 종수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2) 동물종명비교

동물종명 비교는 식물과 같이 5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남북한 동물명 비교분석결과

(Table 5; Figure 6, 7), 모든 동물 분류군에서 남

북한 국명과 학명이 일치하는 종이 총 199종으

로 전체 동물종수 (1,487종)의 13.38%를 차지하

고 있으며, 조류가 102종으로 가장 많은 일치성

을 보였고 다음으로 어류, 포유류가 각각 63종,

30종으로 뒤를 있었으며, 파충류3종, 양서류는

1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에만 분포하는

종은 총 226종으로 전체 동물종수 (1,487종)의

15.20%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어류가 155종으

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 32종, 조류 27종, 파충류

와 양서류에서 각각 6종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각 분류별 국명과 학명 비교분석결과,

포유류의 경우 국명학명 모두 일치종이 30종으

로 전체 포유류 (124종)의 24.19%를 차지하였

고 국명 또는 학명이 다른 종은 각각 47종, 15종

으로 37.90%, 12.10%를 차지하였다. 또한 북한

에만 기록되어 있는 종은 32종으로 25.81%로

1/4을 넘는 숫자로 나타났다. 조류의 경우 국명

이 다른 종이 261종으로 전체 조류 (456종)의

57.24%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 종이 남북한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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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Korean name

North South

학명 및 뜻은 같으나
남북한 언어차이에 의한

다른 표기 종

갈래바람꽃 가래바람꽃

쌍둥바람꽃 쌍동이바람꽃

검은머리바다뱀 먹대가리바다뱀

청조 파랑새

애기노루귀풀 새끼노루귀

도롱룡 도롱뇽

메비둘기 멧비둘기

학명은 같으나 뜻이 다른
한글 표기 종

메감자 한계령풀

꽃금매화 애기금매화

수염종덩굴 종덩굴

잔잎바구지 물미나리아재비

운봉금매화 모데미풀

큰노루귀풀 섬노루귀

꽃버무리 개버무리

갯두루미 흑두루미

북한 이명표기가
남한에서는 정명 표기 종

산련풀 (깽깽이풀, 토황련) 깽깽이풀

홀바람꽃 (홀아비바람꽃) 홀아비바람꽃

좀매발톱 (개구리발톱) 개구리발톱

모란풀 (사위질빵) 사위질빵

돌살모사 (까치살모사) 까치살모사

작은 딱따구리 (쇠딱따구리) 쇠딱따구리

북한 한가지 종 (정명,
이명)이 남한에서는 두가지

종명 표기 종
가는잎매자나무 (당매자나무) 가는잎매자나무, 당매자나무

Table 6. Examples of species korean name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

에서 학명은 같지만 다르게 불리고 있었다. 국

명학명 일치종은 102종으로 전체 조류의

22.37%를 차지하였으며 학명이 일치하는 종은

363종으로 전체 조류의 79.61%를 차지해 남북

한 사이에 비교적 높은 학명의 일치성을 보여주

고 있었다. 파충류와 양서류는 전체 종이 상대

적으로 적은 26종과 15종으로 조사되었으며, 국

명학명 모두 일치 종은 파충류의 경우 3종, 양서

류는 1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만 기록되

어 있는 종이 파충류와 양서류 모두 6종으로 전

체 종수의 22.22%와 40.00%를 차지하고 있었

다. 어류는 총 866종으로 전체 동물류 (1,487종)

의 58.24%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

국명학명 일치종이 63종으로 전체 어류 중

7.27%를 차지해 남북한 사이 동일성이 낮은 것

으로 사료된다. 어류 중 학명은 같지만 국명이

다른 종이 364종으로 전체 어류중 43.02%를 차

지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속 종류이긴 하지만

종소명, 변종 혹은 품종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

사종이 228종으로 26.33%를 차지하고 있고, 북

한에만 기록되어 있는 종이 155종으로 전체 어

류의 17.90%를 차지하고 있어 남북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어류의 종수는 383종으로 전체

어류의 44.23%를 차지함으로서 어류의 명명에

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3) 생물종명 (국명과 학명) 비교 사례

(1) 국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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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pecies name
Scientific name

North South

변종, 품종이 다른

표기 종

털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 var. pilosa
Deutzia parviflora var.

amurensis

바위떡풀
Saxifraga fortunei var.

koraiensis

Saxifraga fortunei var.

incisolobata

흰터리풀 Filipendula koreana var. alba Filipendula koreana f. alba

담팔수 Elaeocarpus sylvestris
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

속명은 같으나

종속명이 다른 표기

종

매화말발도리 Deutzia coreana Deutzia uniflora

바위솔 Orostachys erubescens Orostachys japonica

돌부채 Bergenia pacifica Bergenia coreana

고니 Cygnus bewickii Cygnus columbianus

종속명은 같으나

속명이 다른 표기 종

가는장구채 Melandrium seoulensis Silene seoulensis

큰꿩의비름 Sedum spectabile Hylotelephium spectabile

돌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Gloydius saxatilis

실뱀 Coluber spinalis Hierophis spinalis

학명 중 라틴어

어미가 다른 표기 종

금매화 Trollius ledebouri Trollius ledebourii

좀바늘꽃 Epiobium tenua Epilobium tenue

왕제비꽃 Viola websterii Viola websteri

학명 입력 시 오타

의심 표기 종

개구리자리 Ranunculus secelerantus Ranunculus seceleratus

큰등갈퀴 Vicia pseudoorobus Vicia pseudorobus

자귀나무 Albizzia julibrissin Albizia julibrissin

기린초 Sedum kamstchaticum Sedum kamtschaticum

꿩 Phasianus colcicus Phasianus colchicus

흰머리기러기 Anser canadicus Anser canagicus

Table 7. Examples of species scientific name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

전 분류군에 대한 남북한 생물종 국명의 차이

는 학명이 동일한 경우에서 남북한 언어차이에

의한 다른 표기 종 및 다른 한글 표기 종의 사례

를 확인하였다 (Table 6).

남북한 언어차이로는 ‘갈래바람꽃(북)’과 ‘가

래바람꽃(남)’ 등 단어 합성 시 어원의식에 따른

표기법 차이를 나타내었고, ‘메비둘기(북)’과

‘멧비둘기(남)’ 등 체언 어근이 어울릴 때 사이

시옷의 사용에 따른 국명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명이 같으나 뜻이 다른 한글 표기종은 ‘메감

자(북)’과 ‘한계령풀(남)’, ‘꽃금매화(북)’과 ‘애

기금매화(남)’ 등의 사례에서 뜻이 달라 학명 확

인 없이 종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종명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

북한 이명표기가 남한에서는 정명 표기인 종

에서 ‘산련풀(북)’의 북한 이명인 ‘깽깽이풀’이

남한의 정명인 경우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북한 한가지 종(종명, 이명)이 남한에서는 두

가지 종명 표기 종에서 ‘가는잎매자나무(북)’의

이명인 ‘당매자나무’가 남한에서 ‘가는잎매자나

무(남)’ 및 ‘당매자나무(북)’의 두 종을 각각 나

타내는 경우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2) 학명비교

전분류군에대한남북한생물종학명의차이는

‘변종, 품종이 다른표기 종’, ‘속명은 같으나종속

명이 다른 표기 종’, ‘종속명은 같으나 속명이 다

른 표기 종’, ‘학명 중 라틴어 어미가 다른 표기

종’의 사례를 확인하였고, ‘학명 입력 시 오타 의

심 표기 종’의 사례를 구분하였다 (Table 7).

전 분류군에 대한 남북한 생물종 학명의 차이

는 ‘변종, 품종이 다른 표기 종’에서 ‘털말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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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학명이 ‘Deutzia parviflora var. pilosa(북)’

과 ‘Deutzia parviflora var. amurensis(남)’으로

표기되는 등 변종명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흰터리풀’의 경우, 학명이 ‘Filipendula koreana

var. alba(북)’과 ‘Filipendula koreana f. alba

(남)’으로 북한 및 남한에서 흰터리풀이 각각 변

종 및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명은 같으나 종속명이 다른 표기 종’에서

‘매화말발도리’의 학명이 ‘Deutzia coreana(북)’

과 ‘Deutzia uniflora(남)’으로 표기되는 등 종속

명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종속명은 같으나 속

명이 다른 표기 종’에서 ‘가는장구채’의 학명이

‘Melandrium seoulensis(북)’과 ‘Silene seou-

lensis(남)’으로 표기되는 등 속명이 다르게 표기

되었다.

‘학명 중 라틴어 어미가 다른 표기 종’에서 ‘금

매화’의 종속명은 ‘ledebouri(북)’과 ‘ledebourii

(남)’으로 표기되어 라틴어 어미의 차이를 나타내

었다.

IV. 결론 및 제언

한반도 분단의 상황에서 생물상 및 생물지리

학적 연구에는 생물종 정보에 위치정보를 부여

함에 따라 생성되는 1차 생물종-발생자료의 구

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한반도 생물종 정보 확

보, 생물종 정이명 및 지명정보 정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1차 생물종-발생 자료 구축 과

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종정보의

활용도는 더욱 확장된다 (Chang et al., 2016;

Chapman, 2005a, b).

산림청 (2015)은 북한의 부족한 생물다양성

정보에 대해 1860년에서 1945년까지 한반도 분

단 이전 수집된 식물표본 자료의 지명정보를 위

치좌표로 전환시키는 지리참조연산을 도입하여

식물의 1차 생물종-발생자료를 완성하였다. 이

를 위해 일제 강점기에 언급된 북한의 3,000여

개 지명을 정리하여 현재 지명과 일치시키면서

좌표정보를 DB화하였고, 한반도 식물 지명 사

전을 발간하였다 (Chang et al., 2015).

분단 이후, 한반도를 아우르는 전체 생물다양

성의 연구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된 관속

식물, 척추동물 및 곤충관련 생물종 목록집 연

구가 있지만 (NIBR, 2012, 2013, 2018; Han,

2010), 해당자료는 종목록 생성 및 정이명 비교

에 그쳐 분단 이후 한반도 1차 생물종-발생자료

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분단 이후 자료를

이용한 1차 생물종-발생자료의 생성을 통해 생

물다양성 자료의 시공간적 공백을 해소하였다.

또한, 식물상 (하등식물, 양치식물, 나자식물 및

피자식물) 및 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및 어류)의 자료를 확보하여 다양한 분류군의 1

차 생물종-발생자료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학술적 교

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물다양성 연구를 일제

강점기 이전의 수준에서 크게 진행시키지 못하

였다.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학술지에서 인용되

는 상당수의 학명은 비합법적으로 발표된 학명,

이명으로 처리된 학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의

개념도 1945년 이전의 T. Nakai 수준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Korea Forest Service, 2015). 한

반도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이같이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이질화되고 있는 남북한

의 생물종명의 비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본연구에서 남북한의 생물종명 체계를 비교한

결과, 남북한의 식물 중 다른 국명, 다른 학명 및

유사종으로 분류된 학명은 4,380종 중 2,488종

(56.8%)으로 식물명의 절반 이상에서 차이를 나

타났으며, 이는 국립생물자원관 (2018)이 ‘조선식

물지’의 3,523종의 식물종을 대상으로 남북한 식

물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인 1,773종 (50.3%)보

다 약 6% 높은 비율이다. 동물의 경우, 모든 분류

군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에서

남북한 생물종명이 50% 이상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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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이 같은 남북한의 동식물명의 비교 결

과는 남북한 생물정보 DB에 수록하여 동식물명

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남북한 생물종명 통합을 위한 본 연구의 종명

비교 사례는 학명이 동일한 경우,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의해 언어 표기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동식물 국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

었다 (Table 6). 하지만, 정이명이 각각 다른 종

을 나타내는 경우 동식물명 개정 시 혼란이 야

기될 수 있으며, 학명이 다른 경우 해당 종에 대

한 남북한 공동 검증을 통한 통합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7). 본 연구에서 구축된 1

차 생물종-발생자료 및 남북한 생물정보 DB는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이질화되고 있는 생물종

명의 통일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차원의 생물자원 관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집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의 생물자료를 수집하여

북한의 생물종의 현황과 분단의 시간이 남긴 남

북의 생물종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종이지만 언어 및 학문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을 극복하여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북한의 자료를 토

대로 북측의 생태환경 관련 DB를 구축하였다.

이전에도 북한 자료를 토대로 생태환경관련 DB

를 구축한 사례는 있으나 자료획득의 어려움으

로 말미암아 생태환경 전반에 대한 DB구축 시

도는 없었다. 다만 북한의 생태환경 관련 자료

의 획득 어려움으로 북한 전체 자료를 DB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DB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존의 연구에서 이

용했던 자료 외에 자료를 추가로 확보 및 범위

를 확대하며, 더 정확한 위치보정이 가능하도록

기타 고지도 및 과거 GIS 데이터를 확보,

GIS-DB구축을 통한 활용분야까지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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