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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조름나물(MenyanthestrifoliataL.)은 산지성 호수의 가장자리,

산성이탄습지,그리고 이탄습지에서 서식하는 다년생 본 식물로

긴 지하경을 가진다.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멸종 기 보호야생동·

식물 Ⅱ 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조름나물은 상 가치

와 의학 가치를 가진다.조름나물의 보존과 서식처 복원을 해

서는 조름나물의 서식특성을 이해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며,이

를 해 조름나물의 생태 지 와 생존 략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이에 따라 조름나물의 생장에 해 기질과 동반종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조름나물 메조코즘 실험을 실시하 다.실

험 결과 비경쟁 조건에서 잎과 지하경의 생장이 가장 큰 기질은

논흙이었으며,물 기질에서의 생장이 가장 낮았다.반면에 종간 경

쟁이 있을 때에는 논흙 기질에서보다 물이끼 매트 기질에서 더 높

은 생장량을 보 다.조름나물의 고는 기질과 동반종에 의해 달

라지지 않았다.상 으로 동반종들이 작은 고를 가진 물이끼

매트 조건과 달리 훨씬 고가 큰 종들이 자라는 논흙 기질일지라

도 조름나물의 고는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따라서 나

타나는 동반종에 따라 빛에 한 조름나물의 경쟁력은 상 으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 으로 지하경의 생장은 다른

종이 없는 논흙 기질에서 가장 높았으며,다른 종이 함께 자라는

논흙에서 가장 낮았다.비경쟁조건이며 양분이 풍부한 조건에서

조름나물은 잘 자라 빠르게 확장하 다.조름나물은 식물의 키를

성장시키기 보다는 수평으로의 성장을 진하여 확장 메커니즘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조름나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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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할지라도 종간 경쟁은 조름나물의 생장과 확장을 히 감소

시켰다.이러한 결과는 조름나물이 경쟁을 피하는 생존 략을 가

지고 있음을 제안한다.조름나물은 양분이 풍부한 환경에서의 경

쟁보다는 이를 피하기 해 보다 생장률이 낮은 환경인 빈 양 환

경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결과는 조름나물의 보

과 서식처 복원을 한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동반종,멸종 기종,보존,생태 지 ,서식 기질,조름

나물

학 번 :2009-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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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름나물(MenyanthestrifoliataL.)은 무환자나무목(Sapindales)조름

나물과(Menyanthaceae)의 다년생 정수식물이다.우리나라에서 조름나물

속(Menyanthes)에 속하는 종은 조름나물 1종이다.조름나물의 근경은

길게 으로 자라며 지름 7-10mm이고 녹색이며 끝에서 잎자루가 긴 3

출엽이 5-6개씩 나온다(Figs.1,2).소엽은 장타원형,난상 타원형 는

4각상 타원형이고 소엽병이 없으며 잎끝이 뭉뚝하고 잎아래는 가늘다.

소엽은 길이 4-8cm, 비 2-5cm로서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거나

하다.꽃은 꽃 기에서 나오며,지름 1-1.5cm로서 백색이고 꽃 기

는 둥근 모양에 길이 20-40cm로서 잎 사이에서 나온다.꽃 기의 끝부

분에 꽃이 총상으로 달리고 포는 길이 3-8mm로서 넓은 난형이며 소화

경은 길이 1-2.5cm이다.꽃받침은 짧고 5개로 갈라지며 꽃받침잎은 타원

형이고 화 은 깔때기모양으로서 5개로 앙까지 갈라지며 열편 안쪽에

긴 털이 생한다.5개의 수술은 화통에 붙어 있고 1개의 암술이 있으나

포기에 따라 긴 수술에 짧은 암술의 꽃과 긴 암술에 짧은 수술의 꽃이

있다.씨방은 1실, 동에 5개의 꿀샘이 있으며,암술 는 2개이다.삭과

는 긴 암술 가 있는 포기에 달리며 지름 5-7mm이고 종자는 둥 며 지

름 2.5-3mm이다.조름나물은 북방계 식물로 시베리아,동북아시아,유럽,

북미 등에 분포한다.개화시기는 4-5월로 알려져 있으나 높은 고도에서

는 더 늦게 피기도 한다(이창복 1998,이 노 2006).우리나라에선 멸종

기 보호야생동․식물 Ⅱ 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조름나물은 심미 가치와 약리학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용한 식물

종이다.모양이 수려하여 유럽등지에서는 수생정원에서 상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 한 로부터 동서양에 걸쳐 약용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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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Inflorescenceandleaves(left,MichiganUSA,June3,2010);

fruitsandseeds(right,greenhouseofSeoulNationalUniversity,May

4,2011)ofMenyanthestrifoliata

Fig.2.ShootStructureofMenyanthestrifoliata(Haraguchi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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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 조름나물의 잎 는 (全草)는 건비(建脾),소식(消食),양심

(養心),안신(安神)의 효능이 있어 심격사열(心膈邪熱), 염, 통,소화

불량,심계(心悸)와 불면증,정신불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지하경은 윤폐(潤肺),지해(止咳),소종(消腫),강 압(降血壓)의 효능이

알려져 있다(배기환 2000).유럽에서는 식욕부진,소화불량,류머티즘,괴

병,피부염,통풍,수종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그밖에도 강장제

(tonic),하제(cathartic,purgative),폐색물제거제(deobstruent),해열제

(febrifuge)등으로 사용되어 왔다(Thomson Healthcare Incorporation

2000).최근에는 조름나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에 한 연구도 이

지고 있는데,항산화효과를 가진 loganin,항염증효과를 가진 gentianine,

모세 강화,뇌출 ,방사선 장애,출 성 질병 방,지 작용,고 압

방의 효능이 알려진 rutine,항암제,항염증제,항바이러스제,멸균제,

살정자제,항말라리아제,항균제 등에 쓰이는 betulinic등이 밝 졌다

(Kwaketal.2005,Mukherjeeetal.2006,Xuetal.2006,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 2009).이 밖에도 Janina등(2004)은 조름나물에서 면역

조 요소인 polysaccharide-richfractions(PS)를 추출하는 등 조름나물

의 기능성과 련된 지속 인 연구가 이 지고 있다.

조름나물은 시베리아,동북아시아,유럽,북미 등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Fig.3).주된 서식처는 빈 양상태 호수 주변의 얕은 물가나

산성이탄습지(bog)의 부유성 이탄 매트(floatingpeatmat)로,주로 도

가 높은 곳에 서식하며 도가 낮은 곳에서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서식

한다(Hewett1964,HanandKim 2006).우리나라는 조름나물이 서식할

수 있는 남방한계선에 속하며 한반도에서는 함경북도,평안도 강원도

등의 산지 습지에의 서식이 보고되었다(이창복 1998).서식처가 한정되

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종으로,환경부에서

멸종 기 보호야생동․식물 Ⅱ 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름나물의 서식처인 산지습지는 인 인 교란과 지구온

난화로 축소․소실되고 있다.우리나라 산지습지의 조름나물 서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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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WorlddistributionrangeofMenyanthestrifoliata(GBIF2012)

에서 재 공식 으로 알려진 서식처로는 암산 용늪이 유일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최효정과 허권 2009).그러나 남아 있는 서식처 역시도 지

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 인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단

순히 기존 서식처를 보 하는 것만으로는 조름나물의 안정 인 서식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 산지습지와 다른 환경인 고성군의 담수화된 석호

두 곳에서 조름나물의 서식이 확인되었다(UNDP/GEF국가습지보 사업

리단 2010).이들 서식처는 각각 주변이 농지로 쓰이거나 인공호수화

되어 있다.따라서 이곳 서식처 역시 인간에 의한 교란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이들 서식처는 호수 주변의 물가나 부유성 매트의 특징을

가지는 한편,우리나라의 기존 서식처와 크게 구분되는 특징으로 낮은

고도에 치해 있다는 것과 주변에서 많은 양의 양분이 유입 될 수 있다

는 것이 있다.이러한 서식처의 특성은 우리나라에서 조름나물의 서식에

있어 고도가 높고 빈 양상태인 산지습지가 필수 이지는 않다는 을

시사한다.따라서 조름나물의 서식 특성 자연서식처의 특성을 밝힌다

면,조름나물의 보존 리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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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름나물이 세계 으로 리 분포를 하더라도,우리나라에서는 자

연서식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멸종 기 종이다.따라서 효과 인 리

방안을 마련하기 한 연구가 강하게 요구되며,특히 우리나라라는 지리

인 환경 내에서의 서식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그러나 재 우

리나라 내에서의 조름나물 서식을 주제로 하는 직 인 연구는 무한

상황이며,단지 몇몇 조름나물 자연 서식처의 일반 인 환경에 한 연

구만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최효정과 허권 2009,UNDP/GEF국가습지

보 사업 리단 2010).이들 연구에서는 단지 펜스 설치나 보호지역 설

정 등의 소극 인 리방안을 들고 있다.그러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서

식처가 지속 으로 교란되는 상황에서 법률 인 보호만으로는 부족하

며,조름나물의 보존을 해서는 높은 고도의 산지습지 뿐만 아니라 보

다 지 에서의 연구 한 필요하다.이러한 연구는 조름나물의 체

서식처를 조성하거나 자연 인 증식을 해서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멸종 기종인 조름나물의 가치와 연구 필요성

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조름나물의 서식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해 수행되었다.(1)첫 번째로 조름나물의 서식할 수 있는 표

인 기질 양분상황이 크게 다른 조건들을 제공하여 각 기질에서 조름

나물의 생장 정도를 비교,경쟁이 없을 때의 조름나물의 서식 특성을 알

아보고,(2)다음으로 각 기질에서 발생하는 동반종의 존재에 의해 조름

나물의 생장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하여 실제 으로 갖게 되는

조름나물의 서식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이를 통해 조름나물의 서식에

해 이해할 수 있는 기 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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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름나물의 생장에 미치는 서식 기질의

향1)

요

우리나라에서 멸종 기 식물인 조름나물(MenyanthestrifoliataL.)은

긴 지하경을 가지는 다년생 정수식물이며,양분이 은 이탄습지 는

산지 호수의 가장자리에 주로 서식한다.조름나물의 복원 시 한 서

식 기질을 결정하기 하여,조름나물의 서식처에서 나타나는 기질인 물,

물이끼 매트,논흙 기질을 사용하여 메조코즘을 조성하고,조름나물의 생

장을 조사하 다.논흙의 경우에는 침수와 포화습윤 조건으로 나 어 조

성하 다.각 조건마다 약 10cm의 지하경을 심고,피도,잎의 면 ,잎의

개수,지하경의 무게를 측정하 다.각 변수들은,양분이 은 물 기질

조건과 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 8월경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감소하

다.양분이 많은 논흙에서는 10월까지 계속 생장하여 모든 변수에서 시

작 때의 2배 이상으로 생장하 다.지하경의 무게는 의 기질 조건 각

각에서 49,77,239,312g이 되었다.조름나물이 빈 양환경에서 주로 발

견되는 종이라 하더라도,우리나라에서는 조름나물 단일종만 있는 조건

을 주었을 때 비교 양분이 많은 논흙 환경에서 월등히 잘 자랐다.이

러한 조름나물의 서식 특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서식 기질에서의 기본

지 뿐 아니라 실제지 에 해 악할 필요가 있다.조름나물의 성공

인 복원을 해서는 조름나물의 서식을 제한하는 요인들과 생존 략

을 밝히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기질,메조코즘,멸종 기종,복원,생태 지 ,조름나물

1)제1장은 2011년 8월 한국습지학회지(13권 2호 pp.355-362)에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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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조름나물(MenyanthestrifoliataL.)은 무환자나무목 조름나물과의 다

년생 본으로,빈 양상태 호수 주변의 얕은 물가나 산성이탄습지(bog)

의 부유성 이탄 매트(floatingpeatmat)등에서 주로 발견된다(Hanand

Kim 2006).조름나물은 우리나라에서 멸종 기 보호야생동․식물 Ⅱ

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종자로 번식하기도 하지만,지하경을 넓게

뻗는 무성번식이 우세하며(Haraguchi1996), 습지식물로 분류된다

(USDANRCS2005).

조름나물은 굵은 지하경이 으로 뻗으면서 잎자루에서 3개의 잎(3출

엽)이 나온다.잎자루가 길고, 부분에 엽 가 발달한다.소엽은 긴 타

원형이나 난형으로 잎자루가 없고 가장자리에 뭉뚝한 톱니가 있거나

하다.꽃은 4-5월에 피고 흰색이며,지름 1-1.5cm 정도이다.총상화서

로 달리며,화서의 길이는 7-9cm,꽃 기는 30cm 정도이다.꽃받침은 짧

고 5개로 갈라지며 화 은 깔때기같이 생기고 앙까지 5개로 갈라진다.

갈래조각 안쪽에 긴 털이 생하고 5개의 수술이 화 통에 붙었으나 수

술과 암술의 길이는 포기에 따라 다르다.열매는 삭과로 지름 5-7mm이

다.잎은 건 ㆍ구충제로 사용한다(이창복 1998,이 노 2006).

조름나물은 북반구의 한 와 아한 에 분포하며, 도가 낮은 곳에선

높은 고도에 서식한다(Hewett1964).우리나라는 조름나물이 서식할 수

있는 남방한계선에 속하며,울진 령, 암산,평북,한남,함북 등

의 고산지역의 습지에서 서식이 보고되었다(이창복 1998,이 노 2006,

최효정과 허권 2009).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조름나물 서식처는 매우 제

한 으로 분포하며,그 마 도 인 교란 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장병오 등 2006,양해근과 최태 2009,이

수동 2009). 따라서 기존의 서식처를 보존함과 동시에,종 자체의 생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종을 복원할 수 있는 략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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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Temperaturevariationatstudysitein2009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조름나물의 일반 인 서식처가 양분이 은 산지

습지인데 반해,일반 으로 우리나라에서 습지 복원이 이 지는 부분

의 습지에는 비교 양분이 풍부하다(Yoonetal.2011).그 지만 석호

라는 제한 인 환경이긴 하지만 논 주변의 환경에서도 조름나물이 발견

되기도 하 다(UNDP/GEF 국가습지보 사업 리단,2010).따라서 우

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조름나물의 서식 특성을 밝힌다면 충분히 보

존 복원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물의 생태 지 는 그 종의 서식 범 를 결정한다.생물의 생태

지 에는 경쟁이 없을 때의 고유한 지 인 기본지 (fundamentalniche)

와 다른 종의 존재에 의해 실제 으로 갖게 되는 실 지 (realized

niche)가 있는데(Hutchinson1957),양분이 은 환경에서 발견되는 몇몇

종에서는 이러한 기본지 의 악이 요하다. 를 들어,물이끼는 양분

의 과다가 서식의 제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물이끼는 일정 이상의 칼슘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SpattandMiller1981).마

찬가지로 조름나물 한 주로 빈 양상태에서 발견되는 종이나,서식처

의 양분 상황이 조름나물의 생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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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름나물의 복원을 해 조름나물의 생태 특성

을 밝힐 가장 기 인 연구로서,조름나물의 서식처에서 나타나는 기질

조건들을 주고,각 기질 조건에 따른 조름나물의 생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그 밖의 요인에 의한 교란이 없도록 변인 통제가 가능한 메조코즘

실험을 설계 수행하 다.

2.연구 방법

2.1실험 설계

기질이 조름나물의 생육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3종류의 기

질을 두고 비교하는 메조코즘 실험을 하 다.실험은 2009년 6월 5일부

터 최 기온이 0oC 이하로 떨어진 2009년 11월 13일까지 서울 학교에

서 수행되었다(Fig.1).메조코즘으로는 라스틱 탱크(50×36×31cm)

를 이용하 다.기질로는 물,물이끼 매트,논흙을 사용하 다.각 메조코

즘 마다 8-10cm의 조름나물 지하경을 4개씩 식재하 다.기질이 물인

경우는 구멍 난 라스틱 바구니(40×30×8cm)에 조름나물을 고정시

키고 물에 띄웠으며,수 는 20cm 내외로 유지하 다.기질이 물이끼 매

트인 경우는 조름나물의 주된 자생지인 이탄습지의 일반 인 매질인 물

이끼 매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와 같은 바구니에 물이끼를 깔고 조

름나물을 식재하 다.수 는 20cm 내외로 유지하 다.논흙은 수확이

끝난 논에서 채취하 고 고르게 섞어 meshsize2mm의 체로 친 후 실

험에 사용하 다.논흙을 물 포화상태로 만들어 8cm 두께(약 20kg)로 메

조코즘을 채웠다.논흙 기질 조건의 경우 수 를 두 조건으로 주었는데,

수 를 0-2cm로 유지한 포화습윤 조건과 10-12cm의 수 를 유지한 침

수 조건을 주었다.메조코즘의 수 는 인 한 악산 계곡물을 이용하여

유지하 다.물 기질 조건과 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은 빗물과 계곡수를

통해서만 양분이 제공되는 빈 양 환경이며,논흙 기질은 비교 양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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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환경이다(Table1).실험 도 조름나물 이외의 식물이 발견되면,

발견 즉시 물리 으로 제거하 다.각 조건 당 4반복하 으며,같은 조건

끼리는 인 하지 않도록 배열하 다.

T-N NO3
- NH4

+ T-P PO4
3-

mg/Kg 2,128 109 473 544 190

Table3.Analysisofpaddysoilusedintheexperiment

2.2측정 방법

조건 간의 환경 차이 조름나물의 양분 이용도를 알아보기 해 각

메조코즘에서 물에 녹아 있는 질산,암모늄,인산,TDS,pH를 1달 간격

(처음 1달간은 2주에 한번씩)으로 측정하 다.TDS와 pH는 장에서

electricalconductivitymeter와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질산,

암모늄,인산 분석을 해 물을 채수한 후 직경 0.45 ㎛ Whatman

cellulosenitratemembranefilter로 걸러 분석에 이용하 다.질산은

Hydrazine method로 (Kamphake etal.1967),암모늄은 Indophenol

method로 (Liddicoatetal.1975),인산은 ascorbic acid reduction

method로 분석하 다(Solorzano1969).

조름나물의 생장을 확인하기 하여 피도,잎의 면 ,잎 개수를 측정

하 다.피도는 한 달에 1회,엽면 과 잎 개수는 2주에 1회,지하경은

실험이 끝난 후 수거하여 생 량을 측정하 다.조름나물의 잎 면 은

소엽을 타원형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 으며,소엽의 장축 길이를 측정

한 후,장축과 단축의 비(0.60±0.09)를 고려하여 식 (1)에 따라 잎 1개

당 면 을 계산하 다.

π ×장축 반지름 ×단축 반지름 ×3개의 소엽

=π ×(장축의 길이/2)2×0.6×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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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기간 이후 지하경의 무게는 실험 기간 동안 생산된 생체량을

변한다(Garveraetal1988).지하경의 무게와 잎의 생장에 련된 변수

들과의 계를 분석하기 해,각 변수들에서 그래 의 넓이와 지하경

무게와의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계수(R2)를 구하 다.

3.결과

3.1기질별 수질 변화

수질 실험 결과 질산은 물 기질 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Fig.2a).물 기질 조건에서는 유입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다가 7월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암모늄은 유입수

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Fig.2b).그러나 물 기질 조건에서는 7

월 7일까지 1mg/L내외의 값을 유지하 으며,7월 20일 이후부터는 모

든 조건에서 매우 미미한 함량을 보 다.인산은 미량만이 검출되었다

(Fig.2c).각 조건에서의 인산의 함량은 유입수에서의 인산의 함량과 유

사하 다.그러나 실험 기인 6월 9일 논흙 조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TDS는 각 조건마다 차이를 보 다(Fig.2d).논흙 조건에서는 유입수

보다 높은 TDS를 유지했으며,유입수에서의 증감에 따라 함께 변하

다.실험 기에,물 기질 조건에서는 유입수와 유사한 값을,물이끼 매

트 조건에서는 유입수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그러나 7월 20일 이후에

는 물이끼 매트와 물 기질 조건에서의 TDS는 크게 어들어 조건 간에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pH는 조건마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Fig.2e).논흙 조건들에서는 보

통 8에서 10사이에서 유지 되었고,물이끼 매트 조건에서는 6내외에서,

물 기질 조건에서는 5내외에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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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2.Waterqualitychangewithtimein4substrateconditions.a:nitrate,b:ammonium,c:phosphate,d:TDS,e:pH

(mean±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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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기질에 따른 조름나물의 생장 차이

피도는 논흙 포화습윤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으로는 논

흙 침수 조건이었으며,물이끼 매트와 물 기질 조건에서 가장 낮았다

(Fig.3a).논흙 포화습윤 조건에서의 피도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9월

13일에 43±6%에 달했으며,10월 9일까지(44±6%)유지되다가 이후

감하 다.물이끼 매트와 물 기질 조건에서는 두 조건 모두 8월 4일에

최댓값을 보 으며,각각 10±2%,9±1% 다.이후 지속 으로 감소

하 는데 물 기질 조건에서 더 하게 감소하 다.반면 기에 가장 낮

은 피도를 보 던 논흙 침수 조건에서는 8월 4일 이후(9±2%)에도 지

속 인 증가를 나타내어 10월 9일에 30±6%의 피도를 보 으며 이후

에 감하 다.

잎 1개의 평균 면 은 논흙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Fig.3b).증가하

던 잎 면 은 논흙 조건에서는 10월 말 이후 감소하 으며,물이끼 매트

와 물 기질 조건에서는 보다 일 인 8월부터 감소하 다.논흙 포화습윤

조건에서의 잎 1개의 평균 면 은 8월 25일에 46±3㎠에 도달하여,이

후에도 40-50㎠ 정도의 값을 유지하다가 10월 23일 이후로 감하 다.

논흙 침수 조건에서는 10월 9일에 50±4㎠로 최댓값을 보인 후 감소하

는데,11월 6일에는 40±5㎠로 감소의 폭은 비교 었다.7월 28일

의 잎 1개의 평균 면 은 물이끼 매트 조건에서 19±4㎠ 물 기질 조건

에서 22±1㎠로 두 조건에서 각각의 최댓값을 보 다.이후부터는 감소

하 는데,물 기질 조건에서 더 한 감소를 보 다.

잎 개수는 피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Fig.3c).논흙 포화습윤

조건에서의 잎 개수는 10월 9일에 68±10개로 최 치를 나타낸 후 감

소하 고,논흙 침수 조건에서는 10월 23일에 45±8개,물이끼 매트 조

건에서는 8월 25일에 23±2개,물 기질 조건에서는 9월 12일에 23±3

개로 최 치를 나타낸 후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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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Changesincoverage(a),averageleafarea(b),andleafnumber(c)withtimein4substrateconditions

(mean±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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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 무게는 논흙 포화습윤 조건에서 312±3g으로 가장 높은 값

을 보 으며,다음으로 논흙 침수 조건에서 239±8g이었다(Fig.4).물

이끼 매트와 물 기질 조건에서는 그보다 훨씬 은 값을 나타냈는데,물

이끼 매트 조건에서는 77±8g,물 기질 조건에서는 49±5g으로 물이

끼 매트 조건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 다.

잎과 련된 변수들과 지하경의 무게와의 상 계를 해 결정계수

를 구한 결과,피도와 지하경 사이에서 r2=0.93,잎 1개의 평균 면 과

지하경 사이에서 r2=0.99,총 잎 개수와 지하경 사이에서 r2=0.87로 나타

났다.이와 같이 잎과 지하경은 서로 한 계가 있으며,잎 1개의 평

균 면 이 지하경의 무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4.Totalrhizome biomass permesocosm atthe end of

experimentin4substrateconditions(mean±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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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의

조름나물은 물 기질,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보다는 비교 양분이 많

은 논흙 기질 조건에서 더 잘 생장하 다.조름나물은 물과 물이끼 매트

기질에서는 잎의 면 과 개수 둘 다 잘 자라지 못하 다.반면 논흙 기

질에서는,잎 1개의 평균 면 이 유지되었고 잎의 개수가 증가하며 지속

으로 생장하 다.실험결과 논흙 포화습윤 조건에서는 9월부터,논흙

침수 조건에서는 10월이 지나면서 평균 잎 넓이는 40-50㎠에서 유지되

었으나,잎의 개수는 계속 증가하 다(Fig.3).잎 1개의 평균 면 은 새

로 나오는 잎의 개수와 기존의 잎의 개수의 비율을 나타내므로,이를 최

의 상태로 유지한 채 계속하여 잎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

다.조름나물은 잎의 개수를 증가시키며 지하경의 길이를 신장하므로 잎

의 증가는 곧 지하부의 증가와도 연결된다.우리의 연구에서도 지상부의

생장과 지하부의 생장은 높은 상 계를 보 다.반면,물이끼 매트나

물 기질 조건과 같은 양분이 은 환경에서는 평균 잎 넓이와 총 잎 개

수의 값이 논흙 조건들에 비해 었다.논흙 침수 조건과 논흙 포화습윤

조건을 비교하면,침수 조건에서의 잎 개수가 포화습윤 조건에 비해 부

족하며,따라서 수 는 잎의 생장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HanandKim 2006).

수질 측정을 통해 조건 간에 양분 상황을 악했을 때,질산과 암모

늄은 양분이 은 조건인 물 기질 조건에서만 비교 높게 측정되었고,

다른 조건들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Fig.2). 기에 보이는 이러한

양분의 감소는 논흙의 입자나 물이끼 매트 등 기질에 의해 흡착되어 사

라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추정된다(UncklessandMakarewicz2007).

물 기질 조건은 유입수와 조름나물로만 구성되었으므로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조름나물이 흡수하지 못한 양

분이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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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질 변화는 조름나물의 생장에 의한 흡수량의 증가를

설명한다.7월 20일 이후부터 그 이 에 검출되던 질산이나 암모늄도 거

의 검출되지 않았으며,양분이 은 조건에서는 TDS도 유입수 이하로

감소하 다.이는 조름나물이 생장함에 따라 식물체가 유입수를 통해 제

공하는 것 이상의 양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상 으로 흡수되

는 양분은 감소함에 따라 조름나물 잎의 면 은 어들어 잎의 생장량은

감소하 다(Fig.3).지하경의 생장량 한 감소하 다(Fig.4).물이끼

매트 조건은 빗물과 계곡수로 유지되어 조름나물의 서식처인 이탄습지와

유사한 환경이나(Kufeletal.2004,김재근 2009),이러한 환경에서 조름

나물의 생장은 미약하 다.반면에 논흙의 양분이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조름나물은 보다 왕성하게 생장하 다.이러한 결과는 조름나물이 이탄

습지와 같이 양분이 부족한 서식처에서는 자신의 생장 능력에 필요한 양

분을 충분히 얻지 못하여 생장이 제한되므로,양분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가설에 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교 양분이 은 환경인 물이끼 매트 조건과 물 기질 조건을 비교

하면,잎 1개의 평균 면 은 물이끼 매트 조건에서 높았으며,잎의 개수

는 물 기질 조건에서 미소하게 높았다.조건 간의 차이는 잎 면 에서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나서,피도와 지하경의 무게는 물이끼 매트 조건에

서 좀 더 높았다(Figs.3and4).반면 두 조건 모두에서,조름나물의 피

도가 어드는 시기에 잎의 개수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 다(Fig.3).

조름나물은 이들 기질에서는 잎의 면 을 증가시키지 못하며,계속하여

새로운 잎이 생성되더라도 피도는 낮아졌다.수 와 양분의 부족은 조름

나물의 잎의 면 과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한편 물이끼 매트 조건에서는 양분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조름나물의

서식에 있어서 이 을 가질 수 있다.실험결과 물이끼 매트 조건에서 오

히려 물 기질 조건보다 생장량이 많았다.물이끼 자체는 소량의 양분만

을 요구하며,빛을 차단하여 다른 양분의 경쟁자인 조류의 번성을 방지

하고,물이끼 사체를 통해 양분을 제공해 수 있다.실험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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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논흙 조건들에서는 그 자체의 종자은행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의해 계속 으로 조름나물 이외의 식물체를 제거해야 했으나,물

이끼 매트에서는 발아,정착하는 식물이 매우 제한되었다(vanBreemen

1995,Malmeretal.2003).물이끼 매트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종과의

경쟁을 이게 되므로 이는 조름나물 서식처의 리에 도움이 될 수 있

다.실제로 북미의 자연서식처에서 물이끼는 매트를 구성하며,이러한 이

탄 매트의 수분보유능력이 높은 곳에서 조름나물의 생장이 증가하기도

한다(HanandKim 2006).

조름나물은 주로 양분이 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이

다.양분이 은 곳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은 기본지 에 한 연구를 통

해 그 종의 생태에 한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한다(Greulichetal.2000).

본 연구에서는 조름나물이 논흙과 같이 비교 양분이 많은 환경에 놓여

졌을 때,다른 빈 양환경에서 발견되는 일부 종처럼 생장이 억제되는지,

혹은 다른 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실험결과 조름나물은 비

교 양분이 많은 논흙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큰 생장

량을 보 다.이러한 사실은 이탄습지가 부족하고,일반 인 습지의 복원

이 비교 양분이 많은 환경에서 조성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조름나물을 복원할 때 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즉,본 연구에서는

조름나물의 실 지 가 아닌 기본지 를 밝힘으로써 멸종 기 식물인 조

름나물을 양분이 많은 지역에서 복원할 수 있는 1차 인 복원가능성에

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이러한 멸종 기종은 서식처를 제한하는 요인

을 밝힘으로써 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유 한과 김해란 2010).조름

나물의 생태특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발견되는 곳이 빈 양환경인 것은,

다른 종과의 경쟁과 생존 략 등에 의해 서식처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조름나물을 성공 으로 복원하기 해서는 다른 종과

의 경쟁 계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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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서식 기질과 동반종이 조름나물의

생장에 미치는 향2)

요

조름나물(MenyanthestrifoliataL.)은 주로 산지습지에 서식하는 우리

나라 멸종 기 식물로,인간에 의한 교란과 기후변화로 서식처가 감소되

고 있다.생물의 서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종간경쟁이 있으며,따라서

한 종의 분포를 이해하기 해서는 다른 종의 향을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서식 기질과 동반종이 조름나물의 서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서식 기질로는 물이끼 매트와 논흙을 두었으

며,각 조건에서의 식생과 조름나물의 생장을 비교하 다.그 결과,물이

끼 매트에서 조름나물의 상 피도가 높았으며,조름나물보다 고가 큰

종은 었다.반면,논흙에서는 많은 종이 조름나물에 비해 높은 고를

보 다.조름나물의 최 피도는 물,물이끼 매트,논흙 조건 순으로 낮

아졌다.이를 통해 조름나물은 식물 간의 경쟁에 의해 생육이 제한됨을

확인하 다.조건 간 조름나물의 고는 큰 차이가 없어,조름나물은

로 생장하여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다른 식물이 잘 살지 못하는 곳으

로 지하경을 확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본 연구 결과

조름나물의 보존 는 서식처 조성을 해서는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조름나물,보존,멸종 기종,서식 기질,종간 경쟁

2)제2장은 2011년 12월 한국습지학회지(13권 3호 pp.613-621)에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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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조름나물(Menyanthestrifoliate L.)은 다년생 정수식물로 멸종 기

보호야생동·식물 Ⅱ 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다.조름나물은 아시아,유럽,

북미 륙의 한 와 아한 에 넓게 분포하는 종이나,고도가 높은 도

지역에서도 제한 으로 서식한다(Hewett1964).조름나물의 분포에 한

한 우리나라는 도 지역으로 강원도와 울진 등의 고산 습지에서 서식

이 확인되었었다.(이창복 1998,이 노 2006).이 게 제한된 분포 한

인 교란 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서식처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다(장병오 등 2006,양해근과 최태 2009,이수동 2009).

재 비공식 으로는 강원도의 여러 장소에서 조름나물이 서식한다고 알려

졌지만,공식 으로는 암산 용늪과 고성의 석호만 보고되고 있다(최효

정과 허권 2009,UNDP/GEF국가습지보 사업 리단 2010).우리나라에

서 멸종 기종인 조름나물을 보존하기 해서는 남아있는 이들의 서식처

를 보호함과 함께 더 이상 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해 조름나물 분

포의 제한요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종의 분포는 그 종의 생태 지 와 연 되어 있으며 실제 인 생태

지 는 환경과 종간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Hutchison1957).조름나

물의 분포에 있어 우리나라의 환경은 이론 으로는 합한 서식 환경이

다.조름나물 서식처의 월평균 기온의 최 치는 -34℃,최고치는 27℃로

(Hewett1964)우리나라의 부분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서식 기질을

봤을 때,조름나물이 주로 발견되는 빈 양의 물이끼 매트 보다는 오히

려 양분이 많은 일반 논흙에서 더 큰 생장량을 보여,조름나물이 물이끼

매트와 같은 특정 기질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 문과

김재근 2011).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조름나물은 수심 80-100cm 정도의

물 에 떠서 매트를 형성하며 자라거나 물이끼가 우 하는 습지에서 발

견된다(최기룡과 고재기 1989).즉,우리나라에서 조름나물의 서식은 제

한되나,이러한 제한은 환경 요인인 온도와 기질에 의한 향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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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며,종간 경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간 경쟁은 일반 으로 식물의 분포를 제한하는 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왔다(Hutchison1957,Pulliam 2000,Bolnicketal.2010).다른

종들이 섞여 있을 때 빛이나 공간,양분 등의 자원에 해서 경쟁이 발

생하며,이러한 경쟁은 서식과 생육에 향을 미친다(Mitchley and

Grubb1986,Austinetal.1988,Wilson1993).단일종의 분포에 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생장과의 계가 종의 기본 인 생태 지 를 알려

수 있다면,경쟁 계에 한 연구는 실제 인 생태 지 에 한 정보

를 제공해 수 있다.특히,종간 경쟁에 한 연구는 경쟁력이 약한 종

들이 특정한 환경에 서식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수 있다.따라서 한

종의 분포에 한 연구에서는,그 종과 환경과의 계뿐만 아니라 같은

환경에서 생육 가능한 다른 종에 한 연구 한 요하다(Yoonetal.

2011).

본 연구에서는 조름나물의 분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서식기

질과 동반종이 조름나물의 생육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이

를 하여 조름나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 기질을 제공하고,각각의 기

질에서 자연 으로 정착한 식물들을 토양종자은행의 형태로 제공하여 조

름나물과 함께 생육하도록 하 다.각 서식 기질 간 식생과 조름나물의

생육을 비교하여,동반종이 조름나물에 향을 미치는 지, 향을 미친다

면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2.연구방법

2.1실험 설계

2010년 6월 4일부터 2010년 11월 3일까지 서울 학교에서 이 문과

김재근(2011)의 실험방법을 따라 메조코즘 실험을 수행하 다. 라스틱

탱크(50×36×31cm)를 메조코즘으로 이용하 고,서식처 기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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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Temperaturevariationatthestudysitein2010

물,물이끼 매트,논흙을 사용하 다.물이끼 매트는 조름나물이 발견되

는 서식처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기질이다.논흙은 조름나물이 생육

할 수 있는 일반 인 기질이나,자연 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질에서

조름나물의 서식이 잘 발견되지는 않는다.물 기질은,개방수면에서 매트

를 형성하는,조름나물 이외의 다른 속식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공한다.조름나물은 8-10cm의 지하경을 각 메조코즘마다 4개체씩 식

재하 다.물과 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는 라스틱 바구니(40×30

×8cm)를 이용하여 식물체를 고정하 고,수 는 20cm 내외로 유지하

다.논흙 기질의 경우 포화습윤 조건(수 0-2cm)과 침수 조건(수

10-12cm)의 두 조건을 두었다.메조코즘의 수 는 인 한 계곡물과 빗

물을 이용하여 유지하 다.각각의 기질에 존재하던 토양 종자에서 발아

한 식물이 그 로 자라 군집을 이루게 하 다.충분한 양분을 제공하기

해 2종 복합비료(N:P:K =11:10:8)를 물 기질 조건에서는 6월

16일에,다른 조건에서는 7월 22일에 10g씩 투여하 다.각 조건 당 4

반복하 으며,같은 조건끼리는 인 하지 않도록 규칙 으로 배열하 다.

실험기간 동안 기온 변화는 Fig.1과 같으며, 년에 비해 특이한 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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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측정 방법

수환경으로는 식물의 생장에 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인 질산,암모

늄,인산,TDS,pH를 1달 간격으로 측정하 다.TDS와 pH는 장에서

electricalconductivitymeter(model311chekmateII,Corning)와 pH

meter(modelPH-220,Lutro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질산,암모늄

인산 분석을 해 물을 채수한 후 직경 0.45㎛ Whatman cellulose

nitratemembranefilter로 걸러 분석에 이용하 다.질산은 Hydrazine

method로 (Kamphake etal.1967),암모늄은 Indophenolmethod로

(Liddicoatetal.1975),인산은 ascorbic acid reduction method로

(Solorzano1969)각각 분석하 다.

조건 간 조름나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속식물의 군집을 비교하

기 해서 식생조사를 수행하 다.식생조사는 각 메조코즘 별로 이 졌

으며,최 생장기인 8월에 이 졌다.식생조사 항목으로는 피도와 고

를 측정하 으며,피도는 상 피도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조건

간 조름나물의 생장 변화를 비교하기 해 피도의 변화를 1달 간격으로

측정하여 확인하 다.

3.결과

3.1기질별 수질 변화

수환경 분석 결과 메조코즘 내에서의 질산과 암모늄은 극히 소량만이

검출되었다(Fig.2a,b).인산의 경우 물 기질 조건에서 시비 후 1.4±

0.3mg/L로 크게 증가한 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9월 7일 측정에서는

극히 소량만이 검출되었다.물 기질 이외의 다른 기질 조건에서는 극히

소량만이 검출되었다(Fig.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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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의 경우 6월 4일 측정값은 물 기질 조건에서 16.3±1.9mg/L,물

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 29.8± 2.7mg/L,논흙 기질 침수 조건에서

43.5±1.3mg/L,논흙 기질 포화습윤 조건에서 67.3±3.1mg/L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물 기질 조건에서는 시비 후 7월 8일 83.1±

7.5mg/L로 이 에 비해 5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 다가 감소하 다.다

른 기질 조건들의 TDS값은 감소하다가 시비 후 8월 9일 평균 50mg/L

내외의 값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 다.11월 3일 측정에서는 물 기질과,

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 각각 12.5±1.2mg/L,12.7±1.4mg/L로 비

슷하 고,논흙 기질에서의 침수 조건과 포화습윤 조건에서 각각 32.0±

6.1mg/L,24.8±0.2mg/L로 나타났다(Fig.2d).

pH의 경우 6월 4일 측정 시 물 기질 조건에서는 7.5±0.3,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는 6.6±0.1,논흙 기질 침수 조건에서는 10.1±0.1,

논흙 기질 포화습윤 조건에서는 7.4±0.0로 나타났다.이후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며 각각의 조건에서 5.1±0.0,5.3±0.1,6.6±0.2,6.2±

0.1의 값을 보 다(Fig.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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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2.Waterqualitychangewithtimein4substrateconditions.a:nitrate,b:ammonium,c:phosphate,d:TDS,e:pH

(mean±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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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각 기질에 형성된 식물군집의 종별 상 피도와 고

서식처 기질별로 형성된 식물군집 구성종의 상 피도와 고는 Fig.

3과 같다.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는 14종의 식물종이 나타났다.그

상 피도가 높은 종에서 낮은 종으로 나열하면,조름나물,개쉽싸리,

좀네모골,미꾸리낚시,흰겨이삭으로,각각 평균 31.5%,15.7%,15.3%,

7.1%,7.0%의 상 피도를 보 다. 고는 바늘꽃,미국가막사리,좀네모

골,흰겨이삭,삿갓사 등의 순이었고,각각 평균 45cm,42cm,35cm,

34cm,23cm의 값을 나타냈다.

논흙 기질 포화습윤 조건에서는 15종의 식물종이 나타났다.그 상

피도가 높은 종에서 낮은 종으로 나열하면,자귀풀,물피,흰꽃여 ,조

름나물,고마리 등으로,각각 평균 29.4%,25.8%,11.0%,10.0%,8.3%의

상 피도를 보 다. 고는 자귀풀,물피,큰고랭이,개피,올챙이고랭이

등의 순이었고,각각 평균 96cm,95cm,79cm,68cm,53cm의 값을 나타

냈다.

논흙 기질 침수 조건에서는 16종의 식물종이 나타났다.그 상 피

도가 높은 종에서 낮은 종으로 나열하면,물달개비,조름나물,물피,고마

리,가래 등이며,각각 평균 16.8%,14.9%,12.5%,11.8%,11.6%의 상

피도를 보 다. 고는 ,큰고랭이,물피,애기부들,올챙이고랭이 등의

순이었고,각각 평균 150cm,83cm,72cm,53cm,46cm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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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Relativecoverage(a)andplantheight(b)ofrepresentativespeciesinplantcommunityat3substrates

(Men_tri: Menyanthes trifoliata 조름나물, Lyc_cop: Lycopus ramosissimus 개쉽싸리, Epi_pyr: Epilobium

pyrricholophum 바늘꽃,Per_sag:Persicariasagittata미꾸리낚시,Ele_wic:Eleochariswichurae좀네모골,Agr_alb:

Agrostisalba흰겨이삭,Per_thu:Persicariathunbergii고마리,Aes_ind:Aeschynomeneindica자귀풀,Per_jap:

Persicariajaponica흰꽃여 ,Ech_cru:Echinochloacrusgallivar.oryzicola물피,Mon_vag:Monochoriavaginalis

var.plantaginea물달개비,Pot_dis:Potamogetondistincuts가래,Ziz_lat:Zizanialatifo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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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기질별 조름나물의 피도 변화

조름나물의 최 피도는 물 기질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

으로는 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이었으며,논흙 기질 조건에서는 비교

낮은 피도를 보 다(Fig.4).물 기질 조건에서는 8월 7일의 측정에서 피

도가 45±6%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이후 감소하 다.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는 9월 4일에 32±6%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

하 다.논흙 기질 침수 조건에서는 10월 6일 측정까지 서서히 증가하며

15±6%의 피도를 보 다.논흙 기질 포화습윤 조건에서는 처음에는 물

이끼 매트 기질 조건과 유사한 증가량을 보이면서 8월 7일 측정에서 21

±4%의 피도를 나타냈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 다.

Fig.4.Changes in coverage of Menyanthes trifoliata at 4

substrates(mean±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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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의

본 연구에서는 양분을 충분히 제공하기 해 비료를 주었으며,선행

연구인 이 문과 김재근(2011)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비료의 제공은 조

름나물의 생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물 기질 조

건에서의 최 피도는 45±6%로 이 연구에서의 최댓값인 9±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Fig.4).이 값은 선행 연구에서 생장량이 가장 높았

던 논흙 기질 포화습윤 조건의 최댓값 44±5%와 유사한 수치이다.이

러한 조름나물의 격한 생장증가와 함께,수질 변화에 있어서도 선행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나타났다.인산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항상 극

히 소량으로 존재하 다.그러나 시비를 통해 양분을 제공한 본 연구에

서는,물 기질 조건의 7월 8일 측정에서 1.4 ±0.3mg/L의 값을 보일 정

도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냈다(Fig.2c).반면,이 연구에서는 물 기질

조건에서 기에 질산과 암모늄의 함량이 높은 값을 보 으나 본 연구에

서는 소량만이 측정되었다(Fig2a,b).이 연구와 같이 물에서의 양분

의 감소가 조름나물이 양분을 흡수한 것이라고 한다면,조름나물의 생장

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질산과 암모늄을 흡수하여 기에도 낮은 함

량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다만 기 인산 농도가 높은 것은 조름나물

이 기에 필요로 하는 양 이상으로 공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이

러한 물 기질 조건은 조름나물 이외의 속식물의 생장이 제한되는 조건

으로,종간경쟁이 없었던 이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피도를 보 던 조

건이다.물이끼 매트나 논흙 기질에서는 더 높은 생장량을 보 으며,따

라서 그러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다른 속식물들이 조름나물의 생육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 인 향을 다면,그 조건에서는 더 큰 생

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속식물 군집이 형성된 다른 기질 조건에서 조름나물의 생장

은 해되었고,기질 조건에 따라서 해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다른

속식물의 서식이 해되는 물 기질 조건에서 조름나물의 피도는 가장



- 35 -

높은 값을 보 으며,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논흙 기질 조건의 순서로

낮아졌다(Fig.4).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의 최 피도는 32±6%로

선행 연구에서의 최댓값인 11±2%에 비해 크게 늘었다.그러나 이 값

은 물 기질 조건보다는 낮은 값이다.따라서 시비는 조름나물의 생장을

증가시켰으나,물이끼 매트 기질에서 생육하는 다른 속식물은 조름나

물의 생육에 다소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논흙 기

질에서의 피도 값은 선행 연구의 결과보다도 작은 값을 보 다.연구 결

과 침수 조건과 포화습윤 조건 각각에서의 최 피도는 15±6%,21±

4%로 다른 속식물이 제거되었던 선행 연구에서의 피도인 30±5%,

44±5%와 비교하면 반인 수 이었다.논흙 조건에서는 양분의 제공

에 의해 조름나물의 생장이 증가되는 향보다 논흙 기질에서 생육하는

동반종에 의해 조름나물의 생장이 억제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식 기질에 따라 나타난 동반종은 조름나물

과 경쟁 계에 있으며,특히 논흙 기질에서 이러한 경쟁은 조름나물의

생육에 있어서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식생조사 결과에서도,동반종과의 경쟁은 물이끼 매트에서 보다 논흙

기질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Fig3).조름나물의 상 피도는 논흙

기질 조건에 비해 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 2-3배 높았다. 한 물이

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는 동반종의 고가 일반 으로 조름나물과 유사

하거나 작았다.조름나물보다 고가 큰 종들일지라도 상 피도는 조름

나물보다 작았다.따라서 조름나물은 물이끼 매트 기질에서 나타나는 종

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진 종으로 생각된다.반면에 논흙 조건에서는

부분의 종들이 조름나물보다 고가 컸으며,그 조름나물보다 높은

상 피도를 보인 종들도 있었다.논흙 조건에서 출 한 많은 종들이 물

이끼 조건에서 출 한 종들보다 일반 으로 더 높은 고를 가진 종들이

었으며, 고가 1m 이상이 되는 ,자귀풀,물피,큰고랭이 등 형 식

물도 출 하 다.이러한 결과는 물이끼 매트 기질 보다 논흙 기질에서

종간 경쟁이 조름나물에게 더 큰 압력으로 존재하여 조름나물이 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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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물과는 경쟁을 잘 하지 못함을 시사한다.이러한 결과는 조름나물이

양분이 많은 환경에서 더 높은 생장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양분이 많은

환경에서 서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다.

식생조사 결과 식재된 조름나물 이외에 세 종류의 기질 조건 모두에

서 나타난 동반종으로는 고마리가 유일하 는데,고마리의 고는 물이

끼 매트 기질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크기가 매우 제한되었다(Fig

3b).이는 물이끼에 의해서 고마리의 생육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vanBreemen1995,Malmeretal.2003).물이끼 매트 조건과 같이

다른 종의 생육이 해되는 곳에서도 조름나물의 생장은 증가하 으며,

종간 경쟁의 압력이 어든 환경이 조름나물의 생육에는 더 유리하게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조름나물의 자연 서식처를 보았을 때에도,조름나물

은 다른 종이 잘 자라지 못하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수 보다 높은 언덕지역보다는 수면 쪽으로 순군락을 형성하며,수면

쪽의 조름나물의 생장량이 더 높다(Haraguchi and Matshi 1990,

Haraguchi1996,Malmeretal.2003).Haraguchi(1991)는 조름나물이 자

랄 수 있는 개방수면 습지가 식물이 자라는 습지로 바뀔 때 조름나물을

가장 먼 출 하는 종으로 간주하 다.이러한 조름나물의 서식특징은

우리나라의 서식처에서도 나타난다. 암산의 서식처에서 조름나물이 발

견된 곳은 인간의 교란에 의해 바닥을 드러낸 지역으로,물이끼가 우

하는 군락의 물가에서 서식했다(최기룡과 고재기 1989). 다른 서식처

인 고성군 석호에서도 수로와 같은 곳에 가장 먼 정착하고 있다

(UNDP/GEF국가습지보 사업 리단 2010).

본 연구에서 조름나물의 고는 수 를 주었던 침수 조건에서는 20

cm 정도로 컸으나,물이끼 매트 기질 조건과 논흙 기질 포화습윤 조건

에서는 각각 15와 16cm로 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3b).이는 갈 군락 내의 조름나물의 고가 커진다는 Haraguchi(1993)

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조름나물의 고는 잎자루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어 20cm 내외의 값을 갖는 반면 다년생 식물로서 지하경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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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시키므로 조름나물은 측면으로 더 큰 확장력을 갖는다

(Haraguchi1996).조름나물이 지하경의 생장을 통해 더 크게 확장되는

특징은 번식 략에서도 나타나는데,조름나물은 주로 종자발아보다는

지하경을 통한 양번식이 우세하며 조름나물 이외의 다른 종이 많은 환

경에서는 종자의 발아율과 유묘 생존율이 크게 감소한다(Haraguchi

1996,vandenBroekandBoudewijn2006). 한 종간 경쟁이 있을 때

조름나물의 지하경에서 측아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는 데(Haraguchi

1996),이 한 조름나물이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고가 증가하여 보

다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종은 아니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공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동반종들이 조름나물과 경

쟁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조름나물의 생장 특성을 살

펴보았다.이러한 경쟁과 그에 한 조름나물의 반응에 한 연구는 조

름나물의 서식 특성을 밝히는데 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본 연구

결과는 장 연구 실험 연구를 통해 조름나물의 경쟁에 한 후속 연

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결론

본 연구는 조름나물의 서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한 연

구로,서식 기질과 동반종이 조름나물의 생장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다.연구 결과 조름나물은 단일종으로 존재할 때는 양분이 많은 논흙 기

질에서 가장 큰 생장량을 보이지만,논흙 기질에서 동반종이 있을 때 오

히려 가장 작은 생장량을 보 다.반면 물이끼 매트의 동반종들은 상

으로 높이 경쟁력이 었으며 조름나물은 다른 동반종들에 비해 가장

높은 피도를 보 다.물 기질에서는 다른 기질들에서 동반종을 제거하는

조건일 때는 가장 은 생장량을 보인 반면,동반종의 생장이 제한되는

조건으로 다른 기질들에서 동반종이 있는 조건일 때는 가장 높은 생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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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조름나물이 경쟁의 압력이 은 곳에서 더 잘

자란 다는 것을 보여 다.우리의 실험 조건에서 조름나물은 고를 증

가시키며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다른 종이 잘 살 수 없는 곳에서 보다

안정 으로 서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름나물

의 서식처를 보호하거나 조성할 때,성공 인 정착을 해서는 다른 식

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유지 는 만들어 필요가 있다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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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habitatsubstratesand

companionplantsonthegrowth

ofMenyanthestrifoliataL.

Lee,KwangMun

ScienceEducation,BiologyMajor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MenyanthestrifoliataL.isanherbaceousperennialplantwithlong

rhizomes,whichfoundinbogs,fensandtheedgeofmontanelakes

andisanendangeredspeciesinKorea.Thisplanthasaornamental

and pharmacological value. These experiments was designed

experimentstoclarifynicheandsurvivalstrategyofthisplantfor

theconservationandrestoration.Tostudytheeffectofsubstrateand

interspecificcompetitiononthegrowthofM.trifoliata,mesocosms

wereconstructed.Innon-competitivecondition,thegrowthofleaves

andrhizomeswerehighestinpaddysoilandlowestinopenwater

column.On the contrary,the growth ofleaves was higher in

Sphagnum mat than in paddy soil in interspecific competitive

conditions.Relativecoverageswere32± 7% and10± 2% in

Sphagnum mat and paddy soil,respectively.The height o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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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foliatedidnotdependonsubstratetypebuttheheightofother

species,whichwashigherinpaddysoilthaninSphagnum mat.In

overall,thegrowthofrhizomeswashighestinpaddysoilwhenthere

isnootherspecies,middlehighinwildricelitterandwatercolumn,

middlelow inSphagnum mat,andlowestinpaddysoilwhenthereis

otherspecies.In non-competitive and nutrientrich condition,M.

trifoliatagrew andexpandedwell.Theexpansionmechanism wasnot

a verticalincrementofplantheightbuta lateralincrementof

rhizomes.However,eventhoughthereareenoughnutrientsforM.

trifoliata,inter-competitiondecreasesthegrowthandexpansionofM.

trifoliataremarkably.TheseresultssuggestedthatM.trifoliatahasa

strategytoavoidcompetitioninnutrientrichenvironmentandchoose

oligotrophic environmenteven though growth rate is low.These

resultscould providefundamentalinformation forconservation and

restorationofM.trifoliata.

Keywards : conservation, companion plants, ecological niche,

endangeredspecies,habitatsubstrate,Menyanthestrifoliata

StudentNumber:2009-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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