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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lora of Mt. Sin-sun-bong (alt. 

1,204m) and adjacent regions located on the northern side of Seol-ak National 

Park, in province Gangwon-do , from April to September , 2002.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enlist vascular plant species of Mt. Sin-sun-bong, Ma-san (alt. 

1, 252m) and 780 peak (al1. 780m) and to inventory rare and endangered plants. 

During the exploration, we found 62 families , 151 genera, and 231 taxa Cincluding 

species, subspecies, varieties and forma). The flora of Mt. Sin - sun - bong included 

thirty-nine taxa as the endangered species. Each sites were scored by the 

standard points, and these were estimated by the multìplication the number of taxa 

as their grade. It was shown that the evaluation points of Mt. Sin-sun-bong had 

the highest score , 160 points, following by Ma-san (24 points) and 780 peak (6 

points). Five species (1퍼밍킹 koraÍensÍs Nakai, Anemone reflexa Steph. et Willd‘’ 

Bupleurum euphorbÍojdes Nakai , Symplocarpus renufoJjus Schott , SyrÍnga wolfjj C.K‘ 

Schneid.) , of the 4th level of conservation priority. However, it seems to be no 

apparent artificial and natural threat at hand. 

서 론 

신선봉(1 ，204m)은 백두대간의 남한쪽 분단인 마산과 설악산의 연결부분을 구성하며， 설악 

산의 한 줄기인 화암계곡이 시작되는 곳으로 현재까지 식물상 및 식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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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인근의 화암사는 전통사찰 27호이고， 그 중 설법전 1동이 문화재자료 제 114호 

로 지정펴어 있는 금강산 최남단에 자리한 사찰로 신라 혜공왕 5년 (869) 진표율사에 의해 

화암사랴는 이름으로 창건되었으며， 인근의 화암계곡 동 설악산의 뛰어난 풍광과 람께 주요 

한 관광자원이다. 

인접한 설악산 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식물들의 분포의 중심이 되는 자 

연생태계 조사의 중점 조사지역이다. 따라서 남한쪽 백두대간의 근간인 태백산맥씌 설악산 

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식물상에 대한 연구는 백두대간의 식물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점 조사 지역인 신선봉과 인근 마산. 780고지 대해 계절별 식품상 조사 

를 수행하고， 채집 · 동정한 식물 표본 및 환경부 지정 4등급 및 5등급 종에 대한 환경부의 

기준 양식인 ’특정 식물종의 표준 조사기록지에 의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션꽁 일대의 

일반식물상파 본 소권역의 특정식물 분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및 방법 

1. 조사쩌 개황 

신선봉C1 ， 204m)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의 경계를 이루며， 

지리적으로는 동경 1280 26' 34.9 ’ , 북위 38 0 14' 17.8’ 에 위치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에 

북쪽으로 인접하고 있다(Fig. 1).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O.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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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연강수량은 860.5 mm로서 6, '7 , 8월에 전체 강수량의 

75.1 %가 내린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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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s of Mt. Sin-sun-bong in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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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limatic data of investigated area (From Meteorological Station, 2001) 

Element Month 

(Monthly averag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Act. Nov. Dec. Ann. 

Mean Temp. (t) -6 .1 -1.9 3.5 12.0 17.5 21.3 24.4 23.9 18.1 13.2 3.7 -3.4 10.5 

Max. Temp.(t) -0.5 4.3 10.0 19.7 24.7 27.5 29.7 30.5 25.6 20.3 11.1 3.5 17.2 

Min. Temp.(t) 
-1 1. 

-8.0 -2.5 4.5 10.9 16.6 20.3 19.6 12.3 8.5 -2.0 9.5 4.9 
9 

Precip. (Illlll) 16.4 19.9 14.2 16.0 16.0 217.5 380.0 48.5 45.5 62.0 10.0 14.5 860.5 

조사방법 

2002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소권역 01-05(인제·속초)의 대표단위인 신선봉과 인접한 

마산 및 비교적 거리가 떨어진 780고지에서 생육하는 식물 중 생식형질을 포함하여 동정이 

가능한 모든 식물을 채집하여 표본을 제작하였다. 채집한 식물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하였으며 모든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 지정 특정식물종을 포함한 일반 식물상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동정을 통해 과(科， family) 이상의 분류군은 이(1 980) 의 견해에 

따라 분류학적 체계 CEngler system)를 맞추어 배열하였으며， 속(屬， genus) 과 종(種， 

species) 단위에서의 배열은 알파뱃순으로 나열하였다. 일부 학명은 최근의 연구(장， 1994) 

를 참조하였다. 현지 조사시 식물의 정확한 위치 확인 및 특정식물종의 분포에 대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위성항법장치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를 이용， 조사 경로 내에서 

약 100m 간격으로 채집된 식물의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조사 경로는 신선봉의 경우 도원리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따라 고도 약 400m까지 조사하 

는 경로(조사경로 A) , 화암사에서 시작하여 계목을 거쳐 염도를 통해 신선봉까지 조사하는 

경로(조사경로 B, D) , 미시령에서 시작하여 고도 약 1100m까지 조사하는 3개 경로(조사경 

로 C)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Fig. 2) 다른 지역의 경우도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곡과 능선 

을 거쳐가는 경로를 통해 조사하였다(Fig. 3 , 4). 마산의 경우는 알프스 스키장내 slope을 

통해 고도 800m 까지 올라간 후 등산로를 통해 마산정상까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780고지 

는 수해로 인한 등산로의 손실과 임도 파손으로 정상까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조사 일정은 대표평가 단위인 선선봉 지역에 대하여 봄， 여름， 가을에 각각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도록 선택하였고， 나머지 평가단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식생을 조사할 수 있 

는 여름 또는 가을을 선택하였으며， 각 지역 중 식불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환경부 지 

정 특정 식물 종 및 점수 등의 계산은 환경부 조사지침 (환경부， 2001) 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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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urvey route for investigating the flora in Mt. Ma-san. 

- 25 -



神仙옳과 憐近 山地의 植物相

Fig. 4. The survey route for investigating the fIora in 780 Peak. 

이 중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밀생태종인 4동급에 속하는 분류군과 5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환경부에서 정한 특정 식물종의 표준 조사 기록지에 현지에 

서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 기업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결과및 고찰 

1. 일반 식물상 

2002년 5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조사기간 동안 채집하여 동정된 표본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식물상을 검토한 결과 총 62과， 151속， 231분류군이 확인되었q- (Appendix 1). 

조사 경로 A: 신선봉 북쪽 사면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도원리에서 출발하여 계곡을 따라 
고도 약 400미터까지 조사하였다. 고도 약 200미터까지는 만주고로쇠， 피나무， 산뽕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등이 우점하였으며， 하층식생으로는 국수나무와 쉬땅나무， 물참대가 우점하 

였다. 고도 약 400미터에 이르는 지점까지는 산벚나무， 층층나무， 까치박달 등이 우점하였 

으며， 하층식생으로는 참조팝， 고광나무 등이 우점하였다. 

조사 정로 B, D: 신선봉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화암사에서 계곡을 따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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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계곡을 따라 임도에 이르기까지 주로 팔배나무와 선갈나무， 물푸레나무， 노련재나무， 

국수나무， 함박꽃나무 등이 우점하였으며， 대부분 흉고직경 30-40cm로 이 지역의 식생은 

30-40년 이하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계곡을 따라 임도에 이르는 동안 특정식뜰종 2급인 

붉은병꽃이 확인되었다. 능선은 약 50-60년생으로 추정되는 박달나무， 귀퉁나무， 신갈나무 

등이 우점하였으며， 참회나무와 덜핑나무가 하층식생을 이루었다. 정상부근에서는 델개회나무 

와 젓나무， 흰철쭉이 조사되었다. 조사경로 A의 정상부근에서 특정식물종 2등급인 주목과 4 

등급인 눈잣나무가 관찰되 었다. 

조사경로 C: 미시령에서 시작하여 고도 약 1，200m까지 능션을 따라 조사하였다. 미시령 

부근에서 끄도 약 1，000m까지는 박달나무와 꽃개회나무， 당단풍나무， 시닥나무 등이 나타났 

으며， 참조팝나무， 국수나무， 고광나무 등이 하층식생을 이루고 있었다. 1,000m 이상의 고 

도에서는 뚜목과 사스래나무， 마가목， 피나무， 분비나무， 잣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마. 특히， 

미사령부근에서 특정식물종 4급인 등대시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도 1,200m 부근에서는 

특정식물종 4급인 눈측백나무와 꽃개회나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산· 알프스 스키장내 slope을 통해 고도 800m 까지 올라간 후 등산로를 통해 마산정상 

까지 조사하였다. 주요 우점종은 신갈나무이며 이외 상층목으로는 층층나무， 황벽나무， 다릅 

나무， 고로쇠， 찰피나무 등을 볼 수 있었으며 매우 드물게 산돌배， 사스래나무， 음나무 등이 

몇몇 개체가 발견되는 정도였다. 관목층으로는 생강나무， 청시닥， 조록싸리， 싸리， 철쭉이 발 

견되었는데 이는 주로 능선지역을 조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정상부근에서는 꽃개회나무， 붉은 

병꽃， 참조팝 등이 확인되었다. 

본 지역관 약 20-30년생 사이로서 1970에서 80년 사이에 산불 피해를 받은 후 형성된 

숲으로 추측된다. 드물게 발견되는 30-40년생 소나무， 읍나무， 사스래나무가 발견되며 양 

수로 형성된 수종으로는 물푸레나무가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초본식생으로는 닫마타리와 

노루오줌， 기린초， 참나리， 둥글레 등이 발견되었지만 별다른 초본식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중점지역에 비해 식생파괴에 의한 초기 산림식생으로 인해 매우 단순한 종구성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특정식물종 2급인 금마타리의 개체군 크기가 1 ，200-10，000으로 점 

유면적은 익， 1ha정도이며 산재해 있었다. 

780고지: 고성군 간성읍과 죽왕변 및 토성면이 만나는 지역은 720고지는 미시렁으로부터 

신선봉을 지나 북쪽으로 이어지는 자락에 위치한다. 산지 계류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오리 

나무 30년생 6-7그루가 군생하였으며 졸참나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임연부는 잎갈나무와 

잣나무의 조림지였다. 계곡부 지역은 20년생 이하의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었다. 최근의 수해로 인하여 계콕부의 식생이 일부 파괴가 되거나 쓰러진 경우가 있었으 

며 등산로 또한 유실되었다. 계곡부 식생이 끝나는 지역부터 능선지역의 상층부는 소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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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나무로 이루어진 건조한 능선식생이 나타났다. 이지역의 하층식생은 진달래와 철쭉 등이 

우점을 이루었다. 소나무의 영급은 30-50년생으로 고도가 올라갈 수로 흉고직경이 큰 나무 

들이 발견되었다. 일부 지역은 산불로 인한 훼손이 확인되었다. 등산로와 임도가 만나는 지 

점은 고도가 약 500m지역으로 이 지역의 식생은 굴참나무， 신갈나무 및 거제수나무， 박달나 

무 등이 흔효된 지역이었으나 임도의 유실로 인하여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2. 각 지역의 특정식물종 
본 조사에서 확인된 특정식물종을 등급별， 평가단위별로 Table 2에 나타내었다. 5등급에 

해당하는 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4등급 7분류군， 3등급 9분류군， 2등급 9분류군， 1등급 

14분류군으로 모두 38개 분류군의 특정식물종이 확인되었다. 특히 신선봉의 경우 정밀생태 

종에 포함되는 4동급종과 나머지 등급을 합쳐 모두 397ß 분류군의 특정식불종이 관찰되었다 

(Table 2). 각 산지에서 확인된 특정식물종을 등급별로 나누어 등급별 종 수와 등급별 평 

가점수를 곱하여 합산한 산지별 평가점수는 전체의 총점이 174점이고 신선봉이 1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산 24점， 780고지 6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

。

。

。

。

。

Table 2. The third to four grades of endangered species. 

Taxa 780 peak Ma-san Sin-sun-bogn 꿇웰 
Thu}a koraiensis 

Anemone reflexa 

Bupleurum euphorbioides 

Syringa wolfiï 

Symplocarpus renufolius 

4 

Pinus ρumila 

。

。

。

Abies nephrolepis 

0 Betula chinensÍs 

UJmus davÍdÍana var. davidiana 

。Acer komarovii 

。Sanicula tuberculata 3 

0 
O 
O 
O 

Vaccinium koreanum 

Syringa reticulata 

Scopolia japonica 

Diarrhena !aurie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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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core of each locality and grade. 

I:y Sin-sun-bing Ma-san 780 peak total 
Score 

\、
Taxa Score Taxa Score Taxa Score Taxa Score 

8 7 56 7 48 

6 7 42 2 12 1 6 9 54 

4 9 36 2 8 9 36 

2 13 26 2 4 14 28 

36 160 6 24 1 6 39 174 
L_. ________ 

신선봉에 비해 각 지역의 차이가 현저한 이유는 신선봉의 조사 회수가 4회로 봄， 여름， 

가을의 제절을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며， 4가지 경로로 나누어 계곡 및 능선과 정상에 분포 

하는 수직적 분포 및 남쪽과 북쪽 사면에 걸친 식생 전반에 걸친 조사가 수행되었까 때문이 

다. 또한 고도 1， 204m로 다른 조사 지역에 비해 높아 산개벗지， 젓나무， 분비나무， 복장나 

무， 시닥나무， 쪽동백， 고광나무 등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만주구계식물이 분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각 지역의 정밀 생태조사 종 
선선봉의 정밀 생태조사 중 발견된 4등급 종의 분포를 Table 2와 Table 4에 나1斗내었다. 

신선봉을 포함한 4개 조사지역 전체에서 5개 분류군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분 

류군을 대상으로 분포와 생육지 특성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눈측백나무 (ThuJa koraiensis Nakai , N38 0 13' 33.50’ E128 0 26' 28.62ν ) 

북위 35 0 

이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소교목이 지만 보통 관목상으로 자라며， 미시령에서 
신선봉으로 오르는 능선에서 10개체 정도가 주목， 개회나무， 박달나무 등과 함쩨 발견되었다. 

2) 회맘바람꽃 (Anemone reflexa Steph. et Willd. , N 38 0 14' 10.2’ E 123 0 26' 

26.6’ , N 38
0 

15' 37.8 ’ E 128 0 25' 45.7ν ) : 주로 강원도와 설악산 이북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초로서 신선봉의 서쪽 사면의 능선부위와 북쪽 사변에서 소수 발견되었다. 

3) 등다}시호 C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 N 3T 24' 4 1.0 ’ E 128 0 17' 34. 

0" ) 설악산 이북에서 자라는 다년초로서 높이는 보통 8-12cm로， 미시령에서 신션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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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habitat vegetation type of endangered 

speCles. 

Evaluating distribution pattern 
factor habitat habitat vegetatlon type threatening 

altitude 
slze topology (dominant species) factor 

Taxon type 

Thuja korajensjs 1200m(S) discontinuous 2m’ ridgeline T없us cuspjdata, unknown 

Syringa reücuJata, 

Bet버'a ermanjj 

Anemone reflexa 1l00m(S) discontinuous 1m' ridgeline Quercus mongoJÍCa unknown 

BupJeurum 1000m(S) discontinuous 10m' ridgeline Rhododendron spp. unknown 

euphorbioÍ(Jes Acer spp. 

Syringa woJfji 1l00m(S) discontinuous 50m' ridgeline Prunus sp., unknown 

Acer sp. 

SympJocarpus 400m(S) discontinuous 5m’ ridgeline TiJia mandshurica unknown 

renufoJius 

Pinus pumjJa 1200m(S) discontinuous 10m' ridgeline Rhododendron spp. unknown 

SyrÍnga reticulata 

S: Sin-’ sun-bong 

향하는 능션의 시작점에서 약 5 m' 정도 분포한다. 

4) 앉은부채 (Symp!ocarpus renufoJjus Schott, N 38 0 14' 35.0" E 128
0 

22' 10.9") 

: 산골짝 그늘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신선봉의 북서쪽의 사변에서 발견되었으며， 인근에 군사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인간의 간섭에 의한 위험이 었다. 

5) 꽃개회나무 (Syringa wolfii C.K. Schneid. , N38
0 

12' 59.84 ’ E128
0 

26' 31.30’ ) 

: 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중부 북부 이상인 지역에서 분포하며， 인근 치악산에도 분포한다 

(Chang et a1., 1999). 미시령에서 신선봉으로 향하는 능선 약 고도 약 1 ，050m지점에 약 

10개체 정도 분포한다. 

6) 눈잣나무(Pinus pumila (Pal l.) Regel) : 중부 이북의 높은 산에 분포하며， 산 정상부 

에서는 누워 자라지만， 평지에 심으면 곧추 자란다. 신선봉 정상부근에서 소수 발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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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제 ” 속초(01-05) 소권역중 대표단위인 신선봉 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 5젤부터 9월 

까지 6회에 걸쳐 채집， 조사하였다. 신선봉과 인근 마산， 780고지에서 채집된 식물은 모두 

62과 151속 231분류군이었다. 본 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특정식물종 5등급에 해당하는 종 

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4등급 7분류군， 3등급 9분류군， 2등급 9분류군， 1등급 14분류군으로 

모두 39개 분류군의 특정식물종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사 소권역중 대표단위인 선선봉의 경 

우 총 36개 분류군의 특정식물종이 관찰되었다. 확인된 특정식물종을 등급별로 나누어 등급 

별 종수와 등급별 평가점수를 곱하여 합산한 산지별 평가점수는 소권역 전체의 총점이 174 

점이었고 산션봉이 1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산 24점， 780고지 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권역에서 발견된 특정식물종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눈측백나무， 등대시호， 회리바람꽃， 

앉은부채， 꽃개회나무 등은 신선봉 지역에서 발견된 종들로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 

여 인위적 및 자연적인 위협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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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 list of vascular plants col!ected at Sin-sun-bong, Ma-san, and 780m 

peak in Gangwon-do. 

Scientific names and Korean names Collection Number 

Trachaeophyta <관속식 물문〉 

Pteropsida <양치식물아문〉 

Filicineae <고사리강〉 

Filicales <고사리 목〉 

Osmundaceae <고비 과〉 

Osmunda c/aytoniana L. 고비 Chang4032 

Pteridaceae <고사리 과〉 

Pten"dium aquiJ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고사리 JKS481 

Aspidiaceae <연마과〉 

Athyrium vl"daJJÏ (Fr. et Sav.) Nakai 산개고사리 

Athyrium yokoscense (Fr. et Sav.) H.Christ 뱀고사리 

Dryopteris ceassirhizoma Nak하 관중 

Dryopteris monticaJa (Makino) C.Christ 왕지 네고사리 

PofγstÍchum tripteron (Kunze) Pres l. 십 자고λ}리 

Chang3987 

UKang1025 

UKangl032 

Ukangl026 

Chang3985 

UKangl015 

Polypochiaceae <고란초과〉 

Lepisorus ussurienssi능 (Regel et Maack) Ching 산고란초 UKangl027 

Gymnospermae <나자식 물강〉 

Coniferophytae <구과식 물아강〉 

Coniferales <구과목〉 

Taxaceae <주목과〉 

Taxus cuspidata Siebold et Zucc. 주목 UKang0460 

UKang591 

Pinaceae <소나무과〉 

Abies nephroJepis CTraut.) Maxim. 분비 나무 

Pinus pumj}a CPall.) Regel 눈잣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 소나무 

Pinus koriensi능 Siebold et Zucc. 잣나무 

UKang599 

UKang0459 

Chang3968 

UKang604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n / 
i 

q 
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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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ja koriensi능 Nakaí 눈측백 UKang592 

Angiospermae <피자식물강〉 

Dicoty!edoneae <쌍자엽 식 물아강〉 

Salícales <버 드나무목〉 

Juglandales <가래나무목〉 

Jug!andaceae <가래냐무과〉 

Juglans mandshurica Maxim. 가래나무 UKang425 

Faga!es <참냐무목〉 

Betu!aceae <자작나무과〉 

Alnus japonicus (Thunb.) Steud. 오리 나무 

Carpinus cordata Blume 까치 박달 

JKS490 

HKiml064 

HKiml072 

UKεng590 

UKεng595 

Chang3972 

UKang986 

Chang3962 

UKang lQ07 

UKang0430 

Chang3963 

UKangl030 

Chang4024 

Betl펴 chinensis Maxim. 개박달 

Betula ermaÍi Chamisso 사스레나무 

Betula schimidtIÏ Regel 박달나무 

Carpinus 섬xif10ra (Síebold et Zucc.) Blume 

var. laxi!lora 서 어 나무 

Corylus SI‘ébo!，이ana var. mandshurica (Maxim.) 

C.K.Schneid. 물개암나무 

Cor이Us hetεrophylla Físch. 난티잎개암나무 JKS'f29 

Fagaceae <참나무파〉 

Querqus dentata Thunb. 떡갈나무 

Querq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Querqus serrata Thunb. 졸참나무 

Chang3952 

UKang0454 

Chang3950 

UKang978 

JKS444 

HKíml065 

Chang3967 

HKíml078 

Querqus vari녀biiI능 Blume 굴참나무 

Urticales <쐐기풀목〉 

Ulmaceae <느릅나무과〉 

Ce!tis sinensis Pers. 팽 나무 

[지'mus davidl김na Planch. ex DC var. davidiana 당느릅나무 

α'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느릅나무 

Chang3945 

Chan당3970 

JKS47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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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mus lacíniata (Trautv.) Mayr 난티 나무 

Moraceae <뽕나무과〉 

Morus australis Poir. 산뽕나무 

Uriticaceae <쐐기풀과〉 

Urtíca angustifolia Fisch. 가는잎쐐기 

Aristolochiales <컴 방울덩 굴목〉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 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 풀 

Polygonales <마디 풀목〉 

Polygonaceae <마디 풀과〉 

Rumex acetocella L. 애기수영 

Rumex crispus L. 소리 쟁이 

Centrospermales <중심자목〉 

Caryophyllaceae <석 죽과〉 

Lychm능 cognata Maxim. 동자꽃 

Melandryum ηirmum (Siebold et Zucc.) Rohrbach 장구채 

PseudosteI1ari김 palibini김na (Takeda) Ohwi 큰개별꽃 

Ranales <미나리아재비목〉 

Ranunculaceae <미나리 아재비 과〉 

Aconitum japoense Kom. 특구꽃 

Aconitum pseudoleave var. erectum Nakai 진벙 

Aconitum pulcherrimum Nakai 이삭바꽃 

Anemone ref1exa Steph. et Willd. 회 리 바람꽃 

Cimicifuga foeti닝ra L. 황새승마 

CJematl능 usca var ‘ coreana Nakai 요강나물 

Clematis heraclei!olia DC. 뱅 조학 풀 

Clematis trichotoma N삶ai 할마 멸 망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Ranunculus chinensis Bunge 젓가락나물 

RanuncuJus J김IponÍcus Thunb. 미나리아재비 

Thalictrum aquile.링f이Îum L. 령 의다라 

Thalictrum fjJametosum Maxim. 산핑 의 다리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Berberis amurensi닙 Rupr. 매발톱나무 

-34-

UKangl000 

UKang0416 

Chang3966 

UKangl020 

UKang0445 

Chang3983 

JKS477 

UKang961 

HKiml074 

UKang0452 

UKangl016 

UKangl031 

UKangl012 

UKang0456 

Chang3976 

UKanglO lO 

UKang0440 

UKangl021 

Chang3975 

UKang0453 

JKS448 

JKS485 

JKS472 

Chang4033 

UKang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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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oliaceae <목련과〉 

Magnolia sieboldJi K.Koch 함박꽃나무 UKang0432 

Chang3940 

UKang594 

Lauraceae <녹나무과〉 

Lindera obtusJÏoba Blume 생강나무 UKang411 

JKS409 

UKangl004 

Papaverales <양귀비목〉 

Papaveraceae <양귀 비 과〉 

Chelidonium maius var. asi김ticum (Hara) Ohwi 애기 똥풀 Chang3986 

Chang3988 

JKS476 

HyJomecon vernale Maxim. 피 나물 

Fumariaceae <현호색과〉 

CorydaJis speciosa Maxim 산괴불주머니 UKang0437 

Chang3982 

Brassicaceae <십 자화과〉 

Cardanine leucantha (Transch) O.E.Schulz. 미 나리 냉 이 Chang3951 

JK~483 

Rosales <장::11 목〉 

Crassulaceae <돌나물과〉 

Sedum kamtschaticum Fisch. 기 란초 

Sedum polystichoides Hems l. 바위 채송화 

Chang4016 

JKS417 

JKS468 

UKangl018 

UKang606 

Saxifragaceae <범의귀과〉 

AstJÏbe chinensis var. davidJi Fr. 노륙오중 Chang4028 

JKS465 

Chang3984 

UKang0427 

Chang3939 

UKangl002 

JKS415 

Challg3947 

UKang578 

Chrysosphlenum barbatum Nakai 흰팽이눈 

Deutzia gJabrata Kom 물참대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Philadelphus schrenckJi Rupr. 고광나무 

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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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ceae <장미 과〉 

Fjjipendula palmata var. glabra Ledeb. 터 라 풀 

Prunus maximOI까'czii Rupr. 산개벚지 

Prunus padus L. 귀 롱나무 

Prunus sargentJÏ Rehder 산벚나무 

Prunus serrulata Lindl. var. serrulata 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Nakai 잔털벚 나무 

Pyrus ussuri낭nsis Maxim. 산돌배나무 

Rosa multiffora Thunb. 찔레 

Rubus crataegifofius Bunge 산딸기 

Rubus ofdhamIÏ Miq 줄딸기 

Rubus parvifolius L. 멍 석 딸기 

Rubus phoenicofasius Maxim. 곰딸기 

Sorbaria sorbifofia (L.) A. Braun var. steflipifa Maxim. 쉬 땅나무 

Sorbus alnifoJja (Siebold et Zucc.) K. Koch 팔배나무 

Sorbus commixta Hedl. 마가목 

Spiraea fritschi닝na C. K. Schneid. 참조팝나무 

Spiraea pubescens Tucz. 아구장나무 

Stephanandra inCÍsa (Thunb.) Zabel 국수나무 

Fabaceae <콩과〉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Ohwi 새콩 

Indi강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Lespedeza bicoJor Turcz. 싸리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Lespedeza maximowixzJÏ C.K.Schneid. 조록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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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pedeza melanantha Nakai 쇠싸리 

UKang981 

HKim1050 

UKang1005 

Geraniales <쥐손이풀목〉 

Rutaceae <관향과〉 

ZanthoxyJum schimfoJjum Siebold et Zucc. 안초다뮤 UKang970 

Euphorbiaceae <대극과〉 

Euphorbia pekinensis Ripr. 대극 

Securinega suffruticosa (Pal l.) Rehder 광대싸리 

Chang3979 

JKS419 

Sapindales <무환자나무목〉 

Celastraceae <노박덩 굴과〉 

Euonym l1S alat l1s (Thunb.) Siebold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for. ciliato-dentatus Hiyama 회 잎나무 

Euonymus hami1tonianus W센lace var. 

sieboldi김nus CBlume) Kom. 참빗살나무 

Euonymus oxyphyJJus Miq. 참회나무 

JKS441 

JKS433 

JKSHO 

Ukang412 

7γipterÍ.강ium regeiJÏ Sprague et Takeda 미 역 줄나무 

UKang0447 

Char; g3946 

UKang998 

JKS08 

UKang576 

Chang4023 

JKS421 

UKang1006 

Euonymus schalinensis (Fr. Schmd.) Maxim. 회냐무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StaphyJea bumaJda (Thunb.) DC 고추나무 Chan;;3969 

JKS408 

HKirr 1063 

UKang420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barbinerve Maxim. 청 시 닥나무 UKang580 

UKang1008 

UKang0435 

Chang4019 

Chanε3941 

Chang3943 

Acer komarovii Pojarkova 시 닥나무 

Acer mandshuricum Maxim 복장나무 

Acer pictum Thunb. var. pictum 렬고로쇠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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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r picyum Thunb. var. mono (Maxim.) Maxim. ex Franch. 고로쇠나무 

Acer pseudosiebof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Acer trifforum Kom. 복자기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과〉 

Jmpatiens textori M써. 울홍센 

Rhamnales <갈매나무목〉 

Vitaceae <포도과〉 

Viti능 amurensJ능 Rupr. 왕머루 

Malvales <아욱목〉 

Tiliaceae <피나무과〉 

TJÏia amurensis Rupr. 피 나무 

Tilia mandshυη:ca Rupr. et Maxim. 찰피 나무 

Parietales <측벽태좌목〉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et Zucc.) 

Planch. ex Miq. 다래 

Violaceae <제 비 꽃과〉 

νvla acuminata Lebed. 졸방제비 꽃 

Viofa grypoceras A.Gray 낚시 제비꽃 

Viola orientajj능 w. Becker 노랑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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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tales 

Alangiaceae <박쥐 나무과〉 

AJangil1m plaramfolium var. tn70bum (Miq.) Ohwi 박쥐 냐뮤 

Umbellales <산형화목〉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Jopanax septemJobus (Thunb.) Koidz. 읍나무 

Apiaceae <ι산형 과〉 

Ange]jca anomaJa Ave-Lallemant 개구릿대 

BupJeurum euphorbioides Nakai 등대시호 

Oenanthe sÍeboJdIÏ (Miq.) Nakai 렷미 나리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기릎냐울 

SanicuJa tuLJercuJata Maxim. 얘기참반디 

Cornaceae <층충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층충나무 

Ericales <진달래목〉 

Ericaceae <진달래과〉 

Rhdodendron mucronuJatum var. cjJiatl1m Nakai 털진달래 

Rhododendron schJippenbachù Maxim. 철쭉꽃 

Rhododendron schJippenbachù for ‘ aJbJfJorllm T ‘ Lee 흰 철쭉 

VacCÌnium koreanum Nakai 산앵도나무 

Primulales <앵초목〉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영 

Lysimachja clethroides Duby 큰까치속영 

Ebenales <감나무목〉 

Symplocaceae <노련재나무파〉 

SimpJocos sawaflltagi Nakamasu 노린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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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ang988 

UKang598 

Styraceae <때 죽나무과〉 

Styrax obassi깅 Siebold et Zucc. 쪽동백 Chang3961 

Gentianales <용담목〉 

Oleaceae <물푸레나무과〉 

Fraxinus mandshurica Rupr 들메나무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Syringa reticulata (Blume) Hara 개회나무 

Syη:nga wolli C.K.Schneider 꽃개회나무 

Syringa pubescens subp. patula (Palib.) 

M.C.Chang ex Chang et X.L.Chen 털개회나무 

UKang1034 

UKang1033 

Chang3971 

JKS445 

UKang1036 

UKang593 

UKang583 

UKang0457 

Chang4022 

Gentianaceae <용담과〉 

Swertia 껴Iponica (Schult.) Makino 쓴풀 

SwertJ:닝 tetrapetaJa Pall. 네 귀 쓴풀 

HKim1086 

UKang990 

Asckepidaceae <박주가리 과〉 

Cynanchum ascuri!oJium (Fr. et Sa.) Matsum. 민백미꽃 UKang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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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aceae <꿀풀과〉 

Agastache rugo염 (Fisch et Meyer) O.Kuntze 배초향 UKang1024 

Isodon excisus (Maxim.) Kudo 오리 방풀 UKang lO14 

HKim1087 

UKang0449 

Chang3978 

JKS469 

HKiml070 

Meehani김 urtici!oh닝 (Miq.) Makin。 별깨덩굴 

PruneJla vuJgaris var. JjJacina Nak삶 꿀풀 

Salvia chanroenica Nakai 배 암차즈기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Hara 싼골뮤꽃 

Stachys riederi var. japonica Miq. 석장풀 

JKS434 

JKS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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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naceae <가지과〉 

Scopo]ja japonÌca Maxim. 미 치 광이 풀 

Scrophulariaceae <현삼과〉 

!vfeJampyrum roseum Maxim. 꽃며느리밥풀 

Phtheirospermum japonÍ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PedÍcu}arÍs resupjnata L. 송이 풍 

VeronÍca JÍnariaefolia Pall. 꼬라 풀 

Rubiales <관두서 니목〉 

Rubiaceae <꼭두서 니 과〉 

Galíum dahuricum Turcz. 콘앞 갈퀴 

Rubi깅 chínensÌs var. gJabrescens Kitag 큰꼭두서 니 

Caprifoliaceae <인통과〉 

LonÌcera vida]ji Fr. et Sav. 왕괴 불나무 

VÍburnum ojJuJus L. var. caJvescens (Rehder) Hara 백당나무 

Viburnum erosum Thunb. 렬행 나무 

We양eJa f70rída’ (Bunge) A.DC. 붉은병꽂 

Wei강eJa subsessilis (Nakai) L.H.Bailey 병 꽃나무 

Sambucus racemosa L. subsp. kamtschatÍca (E .Wolf.) Hulten 지렁쿠나무 

Valerianaceae <마타리 과〉 

PatrÌnj닐 sanÌcuJaefoJi김 Hemsl. 긍마타리 

PatIinÌa scabÌosaefoJÌa Fisch. 마타리 

Patrínia vjJJosa (Thunb.) Juss. 뚝갈 

VaJeriana fauriei Briq. 쥐오중풀 

Campanu!ales <초롱꽃옥〉 

Campanulaceae <초롱꽃과〉 

CampanuJa punctata Lam. 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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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aceae <국화과〉 

Ainsliaea acenlolia Sch. - Bip. 단풍취 

Artemisja capjJJarÌs Thunb. 싸첼쑥 

Artemisja jndica WilId. 쑥 

Artemisia japonica Thunb. 제비쑥 

Artemi능잉 kejskeana MiQ. 맑은대쑥 

Artelη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 잎쑥 

Aster ciIiosus Kitamura 개쑥부쟁이 

Aster jncisa Fisch. 

Aster scaber Thunb. 참취 

AtractyJodes j김'ponica Koidz 삽주 

Chrysanthemum zawadskii var. Jatilobum Kitamura 구절초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itamura 영 갱 퀴 

Eupatorium chinense var. simpIicifoIium Kitamura 동골냐울 

Hieracium umbeJlatum L. 조벌냐울 

Lactuca raddenana Maxim 산씀바귀 

Saussurea seoulensis Nakai 분취 

Solidago virgaurea subsp. asitata Kitamura ex Hara 미 역 취 

SyneiIesis paJmata (Thunb.) Maxim. 우산나물 

Synurus deltoi닝'es (Ait.) Nakai 수리 취 

7농raxacum mongoJicum Hand. - Mazz. 민들레 

Youngia sonchI1oIia (Bunge) Maxim. 고들빼기 

Youngi김 cheJidonlÍlo!ia Kitamura 까치고틀빼기 

Monocotyledoneae <단자엽식물아강〉 

Graminales <벼목〉 

Poaceae <벼과〉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whi 개밀 

ArundinelJa hirta (Thunb') Tanaka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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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magrostis arundiηacea (L.) Roth 설 대풀 

CalamagrosÚs langsdorffii (Link.) Trin. 산새풀 

Diarrhena lauriei’ (Hack.) Ohwi 광릉용수염 

Diarrhena 져'ponica Fr. et Sav. 용수염 

DÍarrhena mandshurÍca Maxim. 껍 질용수염 

Festuca 0νina L. 김 의 털 

Miscanthus sinensis Anderson var. purpurascens Rendle 억 새 

Miscanthus sÍnensÍs Anderson 참억 새 

PhragmÍtes communÍs Trin. 갈대 

PhragmÍtes japonica Steud. 달뿌리풀 

Poa annua L. 새포아풀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Spodiopogon cotulIfer (Thunb.) Hack. 기름새 

SpodÍopogon SÍbÍricus Trin. 큰기 픔새 

Stipa slbin'ca (L.) Lam 나래새 

Cyperaceae <사초과〉 

Carex japonÍca Thunb 개찌버리사초 

Carex filipes var. oh강'OstachÍs Kükenth. 낚시사초 

Carex lasÍolepÍs Fr. 난사초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arex jithophjJa Turcz. 바위사초 

Carex síderostricta Hance 대사초 

Arales <전남성 옥〉 

Araceae <천남성 과〉 

ArÍsaema amurense var. serratum Nakai 천남성 

Symplocarpus remfolius Schott 앉은부채 

Liliales <백 합목〉 

Liliaceae <백합과〉 

Convaf1aria keiskeÍ Miq. 은방울꽃 

Disporum smilacinum A.Gray 얘기나리 

Disporum ovale Ohwi 금강애기 나리 

Heloniopsi능 on능ntali능 (Thunb.) C. Tanaka 처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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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trum maackü var. japonicum T.Shimizu 여로 

Lilj’'um amabile Palib. 털중나리 

Liparis makinoana Schlecht. 나리 난초 

Smilacina japonica A.Gray 풀송대 

Smilax nψ'fJonica Miq. 선밀나물 

Polygonatm invoJucratum Maxim. 용둥굴레 

PoJygonatum odoratum var. pJuriflorum (Miq.) Ohwi 둥굴레 

Paris verticifJata Bieb. 삿갓나물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quinqueloba Thunb. 단풍마 

Orchidales <난초목〉 

Orchidaceae <난초과〉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 은 대난초 

Oreorchis patens (Lind l.) Lindl. 감자난 

Platanthera melobifolia F. Maek. 채、:l1'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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