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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was canied out to investigate the flora of Mt. Unda! (a!t. 1,097.2m) 

!ocated on the northwestem side of province Gyeongsangbuk-do, near 

Mungyeong-si city, from April 2000 to Sept. 2000. Tota! number of vascular 

plants discovered in Mt. Undal were 70 families , 154 genera, and 243 taxa 

(including species, subspecies, varieties and forma). Major vegetation was Acer 

pictum var. mono - Quercus mongolica - Carpinus lwâflora community. The 

overall forest stand age of this area was 40 to 50 years, and occasionally ca 70 

years old Abies holophyUa trees were found. Although, there were no rare and 

endangered speices , we found two species of !evel 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Anemone koraíensís Nakai, Anemone r캔exa. Steph. et Willd. 

본 논문은 환경부 제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0년도 보고서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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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달산의 식물상 

서 론 

운달산은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거쳐 월악산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인근 산지에 바해 고도(l ， 097.2m)가 높고 한서의 차가 섬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의 분포가 예상되나 아직까지 삭물상이나 식생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인접한 주흘산과 윌악산 등에 대해서는 1979년 한 

국자연보존협회에서 목본 중심의 식물상을 보고한 바거 있어， 운달산과 인근 산지에 

대해 삭물상을 조사 비교하는 것은 소백산맥에서 산맥을 따라 월악산과 주흘산으로 이 

어지며 분포하는 주요 산림 수종에 대한 비교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운달싼과 인접한 지역 중 고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매봉， 오정산， 국 

사봉 및 천마산 등에 대해 일반식물상을 확인하고，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과 특산식 

물의 분포를 조사하여 자연생태계 및 식물차원보전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운달산(l，097.2m)은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문정시 문경읍에 속하며， 자리적으로 

는 동경 1280 12' 05" , 북위 360 45' 13" 에 위치하여 북쪽의 뭘악산과 함께 충청북 

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다 서쪽의 조령관문은 과거에 경상북도에서 서 

울로 가기 위한 길목이 되었던 곳야며， 북쪽에는 월악산 국립공원과 소백산국립공원 

이 위치하고있다. 운달산의 남쪽에 위치하는 천마산(275m)을 끼고 흐르는 영강은 낙 

동강의 지류가 된다”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llKC 이며 최고 24.9"C 에서 최저 -1.1 "C 의 월평균 기온 

분포될 보이며 연강수량은 l ，206.4mßl로서 7, 8, 9월에 전체 강수량의 52.8%가 내린다 

(Table 1). 12월 평균기온이 O.2
0

C 로서 동일 위도상의 해안지방보다 추운 내륙성 기후 

를 나타내 고 있다(Tab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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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 The climatíc factors 0 1' investigated area Cdata at the Mungyeong 

meteorological station, 2000). 

Element 
(monthly average) 

lvIean Temp.( oc) 

lV[ax. Temp.('C) 

Min. Temp.( 'Cl 

IvIonth 

Jan.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 Oc t. Nov. Dec. Ann. 

-1.1 -0.9 6.2 11.7 17.5 21.8 24.9 24 .3 18.2 13.2 5.7 0.2 11.81 

9J-i 9‘4 19.8 25.4 35.2 34.7 34.4 34.0 30‘6 ‘25.6 21.1 13.7 24.5 

-12.6 -13‘o -6.0 -1.4 5.1 9.4 16.5 16.9 7‘7 -1.5 -8.0 -12.2 0.08 

Precip. (mm) 21.3 29.1 49.7 88.2 1잉.7 168.8 긴1.0 겸8.7 127.0 46.3 41.4 21.5 100.5 

ì\tlean R. Humidity’(<;)()) 61 46 46 48 60 71 81 86 81 71 64 57 64.3 

Warmth index 98.5 
Coldness index -16.8 (< -10) 

Table 2. The mean temperature of areas being the same !atitude of M t. 

Undal(Oata at Mungyeong , Yeongdug and Boryeong meteorological station, 2000) 

l\1ean Month 

temperature Jan Feb. :\I1ar. A‘)1'. May. June July Aug. Sep. Oc t. Nov. Dec. Ann. 

Mungyeong -1.1 -0.9 6.2 11.7 17‘5 21.8 24.9 ‘좌.3 18.2 13.2 5.7 0.2 11.81 

Yeongc1 ug 0‘5 1.9 6.1 12.2 1<5.7 20.0 23.8 24.5 19.9 14.7 8.7 3.1 12.7 

Boryeong 0.2 4.7 10.9 16.1 20.7 24.5 25.2 20.4 14.3 7.6 1.7 12.1 

조사방법 

2000년 4월부터 9월에 걸쳐 운달산에 생육하는 모든 식물을 채집하여 표본올 제작 

하였으며， 고유번호(UOOOO)를 부여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조사 지역 내 환경부 지 

정 특정식물종을 포함한 일반 식물상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채집된 표본의 동정을 통 

해 과 이상의 분류군은 Engler system(L않， 1980)에 따라 HH 열하였고， 속과 종 단위에 

셔의 배열은 알파뱃순으포 배열하여 Appendix 1에 정랴하였다 일부 수목의 학명이 

변겸된 경우는 최근의 연구(Chang， 1994)를 참조하였다. 제작한 표본은 서울대학교 농 

업생명과학대학 부속수목원 표본실(SNUA)에 보관하였다. 

조사 경로는 윗길골에서 출발하여 정상에 어르는 경로(course A)와 용연리에서 시 

작하여 정상을 향하는 경로(course 8), 그리고 金龍좋에서 등산로를 따라 정상얘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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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course C)로 나누어 조사하였다(Fig. n 조사는 각 계절별 식물 종 구성의 변 
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4월 29일， 6월 24일， 9월 23일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 내에서 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환경부 지정 특정 식물종 

의 조사는 환경부 조사지침(환경부， 200이을 따랐다. 이 중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밀생 

태종인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환경부에서 정한 특정 

식물종의 표준 조사 기록지에 현지에서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 기압하였디 

결과및 고찰 

1. 일반 식물상 

2000년 4월 29일부터 9월 23일 까지 의 조사기 간 동안 채 집 하여 동정 된 표본을 바 

탕으로 이 지역의 식물상을 검토한 결과 총 70과 154속 24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lAppendix O. 
운달산의 경우 조사경로 A가 시작되는 등산로 업구에는 물오리나무， 혹느릅나무， 졸 

참나무 등이 상층목을 차지하고 있었다(Fig. n 하층목으로는 개암나무， 참개암나무， 
조팝나무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약 10여 개체의 꼬리진달래가 등산로 입구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 조사경로 C가 시작되는 金龍좋 인근의 사찰림은 흉고직경이 

50cm 이상 되는 젓나무림이 형성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고도 300m에서는 고로쇠나 

무， 층층나무， 서어나무， 버드나무， 졸참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하층은 계곡부근 

에 불참대， 매화말발도리， 고광냐무， 고추나무， 회잎나무， 쥐똥나무 등이 발견되었다. 

고도 400111인 능선까지 1km 정도의 지역에서는 급경사를 형성하였으며 주요 식생으 

로는 굴참나무， 신갈나무， 박달나무， 소나무 등이며， 잣나무 몇 개체가 발견되었다. 하 

층 식생으로는 노린재나무， 쪽동백， 진달래， 철쭉， 고추나무 등이 발견되었다. 고도 

800111 능선부분에는 박달나무가 몇 개체 더 발견되었으나， 경사부근에 자생하는 수종 

들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숲의 수령은 약 40여년 정도로 추정 

된다. 

2. 특정식물종 

본 조사에서 확인된 특정식물종의 등급별， 평가단위별 구성은， 5등급에 해당하는 

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4등급 2분류군(홀아비바람꽃， 회리바람꽃)， 2등급 4분류군(큰 

팽이밥， 복자기나무， 노랑제비꽃， 꽃창포)， 1등급 13분류군(개비자， 젓나무， 잣냐무， 박 

딜나무， 물오리나무， 핑의바람꽃， 투구꽃， 피나물， 버들회나무， 찰피나무， 피나무， 털개 

회나무， 여우오줌)으로 모두 19개 분류군의 특정식물종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특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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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종을 등급별로 나누어 등급별 종 수와 등급별 평가점수를 곱하여 합산한 평가접수 

는 58점이었다. 

3. 각 지역의 정밀 생태 조사종 

조사 지역 내에서 4등급종을 포함하는 정밀생태 조사종의 분포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4등급에 해당하논 2개 분류군에 대해 총 3번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5등급 

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각의 분류군을 대상으로 분포와 생육지 특성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홀아비바람꽃 : 북방계 식물로 주로 경기도 및 강원도 이북 지역의 계곡에서 자 

라며， 4월 경 이른 봄에 개화한다. 본 조사에서는 운달산의 조사 경로 A와 B에서 해 

발 400-800m 사이의 계콕을 따라 폭넓게 분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별한 위협 요 
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회리바람꽃 : 북방계 식물로 주로 경기도 및 강원도 이북의 산지 계곡에서 자라 

며， 4월 -5월 경에 개화한다. 운달산의 조사 경로 B에서 해발 400-800m에 해당하는 

계곡을 따라 10여 개체의 작은 집단이 산발적으로 분포하였다. 특별한 위협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꼬리진달래는 방사상칭의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는 꽃이 총상화서를 이루며， 많 

은 꽃이 (10-307H) 달리고， 식물지리학적으로 경북 조령 주흘산， 울진 해안주변， 봉화와 

강원도의 태백산， 충청북도 소백산， 월악산 등 한국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ng et a1. 1998; Fig. 2). 본 조사에서 운달산의 조사경로 A 

입구에서 약 10여 개체와 인접한 국사봉의 약 400m 계콕에서 3개체가 각각 발견되었 
으나， 운달산의 경우 소지 상태여서 채집을 못하여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본 조사지역 

내에서 분포와 개체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가 요구된다. 

Table 3. The distribution pattem and habitat vegetation type of endangered 

speCles. 

taxon 

AIIL7110IlC koraielμ'is 400-800m continuous lk떠 vallev 

AllemOl1 e refiexa 400-800m d.iscontinuous O.5km'‘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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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ηpe 

(dorninant species) 

Fraxi l1 11S rhYI1c1wphylla 

- Acer pict ll1l1 var. 1110110 

FraÚllllS rhYIlc1lOphylla 

- Aca piclwll var ‘ ’110110 

threatening 

factor 

unknown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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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량지수(Warmth Index, WI)와 한랭지수(Co Idness Index, C 1)를 이용한 
운달산 식물상의 식물분포론적 분석 

Kira의 온량지수(WIl는 식물생육얘 적합한 5 "C를 기준으로 월 평균겨온이 이보다 

낮은 달의 온도를 적싼한 값야역 한랭지수(cn의 경우는 5 oc야하언 달의 월평균기온 

과 5 oc와의 차를 적산한 값이다(Table 4). 운달산이 소재한 문경 지역은 온량지수 

(wn 98.5, 한랭지수(CI) -16.8로 Kira 의 구분에 의하면 낙엽성 참나무류 및 서어나무 

가 우점하는 온대 촬영수램에 속한다. 

운달산의 경우 고도 300m 부근은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가 우점하였으며， 

하층은 계콕부끈에 물참대， 매화말발도리 1 고광냐무， 고추냐무， 회잎나무， 쥐똥나무 등 

이 발견되었다. 고도 40001에서 능선까지 않111 정도의 지역은 물푸레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박달나무， 소나무 등이 혼생하여 우점하였으며 잣나무가 몇 개체 발견되었 

고， 하층은 노련재나무， 쪽동백， 진달래， 철쭉， 고추나무 등아 발견되었다. 고도 8。이n 

능선에서 정상 부분에는 신갈나무， 굴참나무가 우점하였으며 피나무， 층층내무가 혼생 

하였고， 하층은 철쭉 및 진달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金龍좋 주워의 샤찰립으 

로 보존되어옹 젓나무링은 흉고직경이 50cm 이상인 개체가 대부분으로 과거 이 지역 

의 주된 산림식생으로 젓나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주요 우점 수종은 고 

로쇠냐무， 졸참냐무， 굴참냐무， 선갈냐무， 서어나무， 물푸레나무로 Yim(1977) 이 제시한 

온난지수(Warmth Index, 씨TIl 수치에 따른 주요 수종 조성과 대부분 일치하였다(Fig. 2) ‘ 

ε? 

Fig. 2. Distribution of Rhododendron micranthum Tur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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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egetation types classified by warmth index (Yim,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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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warmth index and major woody plants (Yim, 1977) 

34. Cornus walteri 
35. Plah!carlja strobilacea 
36. Lindera erythrocarpa 
37. Quercus aliena 
38. Celtis sinensis 
39. Castanea σenata 

40. Picrasma quassíoídes 
41. Quercus dentata 
42. Zelkova serrata 
43. Juníperus rigida 
44. Callicarpa ;aponíca 
45. Carpi l1 us tSc1I011oskii 
46. Quercus variabilis 
47. PlIlfllostadzlfs bambusoídes 
48. Quercus acutissima 
49. Pùms thunbergii 
50. Camellia ;apol1 ica 

18. Fraxínus rlzync1lOplzylla 
19. Ulmus lacíl1iata 
20. Pyrus ussurie l1sis 
21. Carpil1us cordata 
22. Ulmus davidiana var. 

lapol1lca 
23. Ma~l101ia sieboldii 
24. COT1l US COl1trovel'sa 
25. Fraxinus sieboldia l1a 

26. Pil1 US densiJlora 
27. Lil1dera obtusiloba 
28. Quercus sen따Q 

29. Styrax obassía 
30. Rlms ;avaníca 
31. Carpinus laxiflora 
32. Salix koremsís 
33. Salix pseudolasio쩌Vl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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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nus pumila 
2. A bies neplzrol때IS 

3. Betula erma l1 ii 
4. Picea ;ezoensis 
5. Taxus 다Ispidata 
6. Pinus koraiensis 

7. Salix lzultenii 
8. Betula davuríca 
9. Qercus mongolica 

10. Betula clzínensis 
11. Ace l' piCtU111 
12. Triptery~ium re~elii 

13. PnlllllS padus 
14. Betula sc!zmidtii 
15. Maakia amurensís 

16. Elet1z1'OcocuS sessiliflorus 
17. Juglans mandshurí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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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운달산의 식물상의 특정을 조사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당해 9월에 걸쳐 총 3회의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산림식생은 고로쇠-선갈 

나무-서어나무 군락으로， 조성된지 약 40년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70년 이상 

된 젓나무림이 존재하였다. 조사 결과 운달산에서 채집된 식물은 모두 70과 154속 

243분류군이었으며， 환경부 지정 특정식물종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종은 발견되지 않 

았으며， 4등급은 홀아비 바람꽃(Anemone koraiensis Nakai)과 회 리 바람꽃(Anemone 

l낀7exa Steph. et Willd.) 만 발 견 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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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 list of vascular plants collected at Mt. Undal of proviηce Gyeongsangbuk-do. 

(* indicate artificialy planted species) 

Scientific name and Korean name 

Trachaeophyta <관속식 물문> 
혀)henopsida <속새 아문> 

Equisetineae <속새강> 

Equisetales <속새 목> 

Equisetaceae <속 새 과> 

Equisetwn aroense L 쇠뜨기 

Pteropsida < 양치 식 물아문〉 
Filicineae <고사리강> 

Ophioglossaceae <고사리상목〉 
Ophioglossaceae <고사리삼과〉 

Botrychi띠n tematum (Thunb.) Sw. 고사라 삼 

Filicales <고샤려 목> 
Aspidiaceae <변마과> 

Athyπ11m lseanωn Roscoe. 가는잎개고샤리 

Aspleniaceae <꼬리 고사리 과>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 고사리 

Gymnospennae <나자식 물강> 
Coniferophytae <구과식물아강> 
Coniferales <구과목> 
Cephalotaxaceae <개 비 자나무과> 

Collection Number 

UD009 

UDl22 

UD244 

UDl91 

UD144 

C、낌'Jhalotanμ haningtonia (Knight ex Forbes) K. Koch 개 비 자나무 UDlO.3 

Pinaceae <소나무과> 

.4bies holoplψlla Maxim. 젓나무 UD165 
La,.ix kaemferi (Lamb.) Ca1T‘ 일본잎갈나무 UD1:38 

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 잣나무 UD008 

Angiospermae <피자식물강> 

D다lκICO。α〕πtyledo야011πmeae < 쌍져 엽 식 물 아강> 
Salicales <버 드나무목> 

Salicaceae <버 드나무과> 
Sa!ix mpr강a L. 호랑버들 UD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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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x orthostemmα Nakai 난 쟁 이 버 뜰 

Scdi’χ pierotii ]\,Iiq ‘ 버 드나무 

Juglandales <가래 나무목〉 

J ug l3nclaceae <기 래 냐무과> 

Plalyιαryα strobilacea Siebolcl et Zucc. 굴파 나무 

Fagales <참나무목>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hirsura Turcz. ex Rupr 물오 리 나무 

Betula schimidtii Regel 박달나무 
Betula p!atyphylla var‘ japonica (l\1iq.l Hara 자작나무* 

ιarpinus cordata Blume 까치 박달 

UDl08 

UDl28 

UD059 

UD039 

UD048 

UDO l1 

UD060 

UD098 

UD080 

UD1 77 

UD206 

UD254 

C{1rpÎnus [，α，iflora (Siebold et Zucc.l B1ume 서 어 나무 UD018 

Cor}'lus heterophylla Fischer var. thunbergii <Hort. ex K. Koch) B1ume UD213 
개암나무 

Co/) ’lus sieboldiana Blume 참 개 암나무 UD005 

UD1 93 

Fagaceae <참나무과> 

Cαstcmea crenata Siebold et Zucc. 밤나무 UD252 

Quercus mongolioα Fischer ex Ledeb. 선 갈나무 UD067 

Quercus s강n‘ata Thunb. ex 1\ωlTa}’ 졸참나무 

lìrticales <쐐 기 풀목> 

Ulmaceae <느릅나무과> 

Celtis sinensis Persoon 팽 나무 

Celtis choseniα1a Nakai 검 팽 나무 

Celtis jessoensis Koidz 풍 꺼l 나무 

rJlmus davidiα1α Planchon for. suberosa Nakai 혹느릅나무 

Z el/wva serrata (Thunb.) Makino 느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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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097 

UD014 

UD068 

UD139 

UDl45 

UD185 

UD2.58 

UD016 

UD079 

UD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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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ceae <뽕냐무과〉 

Moru._ç austmlis Poiret 산뽕나무 

Uriticaceae <책기풀과> 
Achudemia japonioα (Maxim.) Hancl.-I'v터zz. 산물퉁이 

A.listolochiales <쥐방울덩굴목> 
A.listolochiaceae <취방울덩굴과> 
A.sarum sieboldii Miq. 족도려 

Polygonales <마디플목> 
Polygonaceae <마디풀과> 

Persi띠ria jïliforme Nakai 이 삭 여 뀌 

Centrospennales <중섬자목> 
Caryophyllaceae <석 축과> 
Arenaria serpyllψlia L. 벼 룩이자리 

PseudosteU，αn‘a palibiniana (Takeda) Ohwi 큰개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 별 꽃 

:::;telIar따 media Vill. 별 꽃 

Ranales <미나리아재비목> 

Ranunculaceae <미나리아채비과>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ωn Nakai 진 범 
Aconitum j，αluense Kom. 투구꽃 

A.conitwn jaluense for. album Kom. 흰투구및 

Actaea a8‘띠tica Hara 노루삼 

Anemone raddeana Regel 행의바랍꽃 
.4nemone koraiensis Nakai 흘아비바람꽃 

.4nemone ，‘ξflexa Stephan. et Willd. 회리바함꽃 

Pufsatitla !wreana Nakai 할마 꽃 
Thalictrum jilconetosum Maxim. 산쟁 의 다리 

Lardizabalaceae <으룹 덩 굴과〉 
Akebia Quinata Decne. 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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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l66 
UD216 

UDl58 

UD084 

UD242 

UD133 
UD170 
UD049 

UD090 

UD132 
UDl33 

UD256 
UD250 
UD245 
UD245 
UD247 
UD1l9 

UDOO1 

UD087 
UD083 
UD091 
UD182 

UD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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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sandraceae <오마자나무과> 

S‘ chízandra chínensis (Turcz.) Baillon 오 마 자 

Laur;:lCeae <녹나무과> 

LindeJ'1α obtusíloba Blume 생강나무 

Lindem eT)'throcarpa λ'Iaki l1o 비 목 니 무 

Papa、!erales <양귀 비 목> 

Papaveraceae <양귀 벼 과> 

Chelidonium majus Véα asiaticum (Hara) Ohv,rj 얘 기 똥풀 

Hylomecon uernale Maxim ‘ 피 나물 

Fummiaceae <현호색과〉 

CO/ydalís tω'tschaninovii Bess , 현호색 

UD212 

UD092 

UD064 
UDl64 

UDl26 
UDl46 
UD089 

UD013 
UD093 
UD094 
UDl16 

Corydalis tuπsch::minovíi var, fumariadolia CMaxim.) Y.H, Chou 얘 기 현호색 UD012 
CO/}'dalis speciosa Maxim 산 괴 불주머 니 

Brassicaceae <십자화과> 

Cardarnine .fle.uω있 With. 황새 냉 。l

Cw'damine leucantha O.E. Schulz 미 나리 냉 이 

Dmbα nemorosa v비 hebecarpa Lindbl 꽃다지 

Rorippa indiα'1 (L.) Hiern 개갓냉이 

Rosales < 장 미 목> 
Crassulaceae <돌냐불과〉 

Sedum kα꺼tschαticwn Fisch. 기 린초 

Saxifragaceae < 범 의 귀 과> 
Asrilbe chínensis \1m'. davidii Fr. 노루오줌 

Chfysosphlenum barbatur Nakai 흰 털 팽 이 눈 
C‘hηJsosphlenum grayanum ìVlaxim. 랭이눈 

Deutzia pal1J ftlora Bunge 말발도리 

- 89 -

UD021 
UD094 

UDl21 

UDlOO 

UD112 
UDl60 

UD069 
UDl 72 

UDl87 

UD238 
UD125 
UD086 
UD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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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zia glabra띠 Kom. 불 참 대 

Deutzia unitZora Shirai 매화말별도리 

Ribes ψsciculatum var. chinense Maxim. 까마귀 밥나무 

Philadelphus pekinensis Rupr. 앓은앞고팡나무 

Rosaceae <장미 과> 

Crataegus pinnatifidα Bunge 산사 
Duchesnea chrysantha (Zol1. et MOlT) Miq. 뱀 딸기 

(;eum japonicum Thunb. 뱀 무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공딸기 

Rubus oldhamii Miq. 줄 딸기 

Prunus persica (L.) Stokes 복사냐무 

Prunus padus L. 귀롱나무 

Prunus serTulata Lind1ey 벚나무 

Potenlilla fragarioides var. mcμor Maxim. 양지 꽃 
.spiraea prunifolia Siebolcl et Zucc ‘ 조팝나무 

Stephanandra incisa (Thunb. ex Muπay) Zabel 국수나무 

Fabaceae <콩과>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 나무 
Desmodiwn oldhami Oliver 큰도둑놈의갈고라 

Lespedeza rnaximowiczii C. Schneider 조록싸리 

γIc!a unijuga A. Br. 나 비 나물 

Geraniales <쥐손이풀목〉 

Oxalictaceae <팽 이 밥과> 
Oxalis cumiculata L. 큰 랭 이 밥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Cl (juassioides (D. Donl Bennett 소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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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O.S6 
UD055 
UD066 
U0176 
UD077 
UD234 

UDO'’7 

UDl61 

UDl52 
U0178 
U0022 
UD082 
UD209 
UD02.') 

U0124 

UDl79 
UD006 
UD015 

UD075 
UD137 

UD026 
UD114 
U0169 
UD230 

U0156 
UD246 

UD149 
UD229 
UDl67 

UD117 

UD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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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äceae <운향과〉 

Zantho낀’/um piperitum (L.) DC 초피 나무 

Zanthoxy{wn schinifolium Siebold et Zucc. 산초나무 

Euphorbiaceae <매극과> 

Euphorbia siebldianα MOIT. et Decne 개 감수 

Securineg1α sujfruticosa (PalU Rehder 광대싸리 

Sapindales <푸환자나무목> 

Anacardiaceae <윷나무과> 

Rhus trichocarpα IvIiq 개윷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Euonymus oxyphyllus Miq. 참회 나무 

Euonymus alatus (Thunb. ex MUITay) Siebolcl 

for. ci /iato-dentatus Hi vama 회 잎 나무 

Euonymus trapococ"Cus Nal,ai 버 들화 나무 

Staph)!leaceae <고추냐무과> 
StcηJhylea bumalda (Thunb') DC. 고추냐무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ictum var. mono Thunb. ex MUITa)! 고로쇠 

Acer fJseudosieboldiαnum (Paxl Kom 당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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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192 

UD194 
UD195 

UD196 

UD197 
UD198 
UD199 

UD200 
UD20l 

UD20:3 

UD204 

UD205 
UD26 1 
UD260 

UD1 15 
UD148 

UD239 

UD218 
UD251 
UD1 35 

UD150 
UD096 

UDllO 

UDl71 
UD215 

UD007 
UD095 

UD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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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r tataricum sub안). ginnala (1\1밍이m.) Wesm. 신나무 

Acer trij70rum Kom. 복자기 나무 

Ivlalvales <아욱목> 

Tiliaceae <피 나무과> 
Tilia mand안1Urica Rupr. et Maxim. 찰피나무 

πlia amurensis Rupr. 피 나무 

Parietales <측벽 태좌목> 

Actinidiaceae <다래 나무과> 
Actinidia arguta (Siebold et Zucc.) Planch. ex Miq. 다래 

Violaceae <제비꽃과〉 
vïola albida Palibin 태 백 제 비 
Viola collina Bess 둥근털제비꽃 

Viola dissecta var. chaerophylloides (Regel) Makino 남산제 비 꽃 

Viola gTypOceras A. Gray 낚시 제 비 꽃 

Viola keiskei Miq. 잔털 제 비 꽃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제 비 꽃 
vïoZa orientalis W. Becker 노랑제비꽃 

νiola ,.iJssÍÎ HemsL 고깔제 비 꽃 
Viola variegata Fisch 알록 제 비 꽃 

Myrtales <도금양목>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åeagnu..<; multiflom Thunb. ex Mun-ay 뜰보리 수 
Elaeagmι umbellata Thunb. ex Mun-ay 보리수나무 

A.langiaceae <박쥐 나무과> 
Alangium platan~tolìum (Siebolcl et Zucc.) Harms 단풍박쥐 나무 

Umbellales <산형 화목〉 
Apíaceae <산형과> 

Angelica decursiva (Miq.) Fr. et Sav. 바디 나물 

Osmorhiza arista띠 (Thunb.) Makino et Yabe 긴사상자 

‘S‘anicula chinensis Bunge 참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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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X짧 

UD120 

UD153 
UD168 

UD208 
UD243 

UD173 

UD1 18 
UD107 

UD020 
UD078 
UD159 
UD017 
UD070 
UD004 
UD073 
UD109 

UD181 

UD061 
UD071 

UD143 

UD240 
UD147 
UD17:') 
UD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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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lis Japonioα (J-Ioutt.) DC. 사상자 

Cornaceae <층층나무과> 

Comus contrηversa Hemsl. ex Prain 층층나무 

Ericales <전달래목>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2. \'a1". mucronulatum 잔달래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꽃 

Primulales <앵초목〉 

Primulaceae < 앵 초과> 
LY8í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영 

Ebenales <감냐무목>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lotus L. 고용나무 

Symp]ocaceae <노린 재나무과> 

Sympi’OC08 sawαrfutagi Nagamasu 노린재나무 

j‘yrη'plocos paniculata (Thu미). ex MUlTay) Miq. 검 노 련 재 

Stvracaceae <때죽나무과> 

、StÿTαx obassia Siebold et Zucc. 쪽동백나무 

Gentianales <용담목> 

Oleaceae <물푸레나무과> 

FI따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Frccânus sieboldiana Blume 쇠 물 푸 레 나무 

Syringa pubescence subsp. patula (Palibin) M. C. Chang 

et X. L. Chen 털개회나무 

Gentianaceae <용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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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달산의 식물상 

Gentiana 2011ingeri Fawc. 큰구슬붕이 

Tubitlorales <통화식 물목> 

Boraginaceae <지 치 과> 
T,.igonotis peduncularis Benth. 꽃마리 

Trigonotis icumae (ìVlaxim. l lVlakino 덩 굴꽃마리 

Verbenaceae<마편초과> 

ι:ctllicarpa japoni띠 Thunb. ex Murray 작살나무 

Lamiaceae <불풀과> 

Agastache rugosa (Fisch et Meyer) O. Kuntze 배초향 
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별 깨 덩 굴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Kudo 소 엽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풀 

Scutellaria indica L. 골무꽃 

Scutellaria ρekinensis var. transitra Hara 산골무꽃 

Scroph비ariaceae <현삼과> 

Alazus pumilus (Burm. f.) Steenis 주름잎 

Rubiales <꼭두서 니 목> 
Rubiaceae <꼭두서 니 과> 

Galium dahuricum Turcz. 큰잎갈퀴 

Rubia chinensis var. glabrescens Kitagawa 큰꼭두서 니 

Caprifoliaceae <인동과> 
Viburnum dilatatum Thunb. ex MUlTay 가막살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 Bailey 벙 꽃나무 

Valerianaceae <마타리 과> 
I-"aleriana fauriei Briq. 쥐 오줌풀 

Campanulales <초롱꽃목〉 

As t.eraceae <국화과> 

Aster horaiensis‘ Nakai 별 개 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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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α keiskeana ;VIiq. 맑은 대 쑥 

ι‘ClT띠JUs crispus L. 지 느 러 미 영 정 퀴 

ι"arpes‘ium macrocephalum Fr. et Sav. 이 우오줍 

!xeris polycephala Cass. 별 씀 바 귀 

Le낀ibniκf다따Z긴lκ띠Cα1 anνman띠dψr，η1띠i 

1;간'cmκ띠‘.CC(α\，띠~G긴:a(ωιlιικ띠cα띠::1끄、w띠」μ1mηm coreαanu띠m Na짜k‘써a써i 흰 민 듣 러레 l 
7"araxacwn mongolicum H. i\lIazz 민 들 레 

Petasites japonicus (Siebold et Zucc.l Maxim. 마 위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Senecio auraniiaca var. leiomrpus Boiss 바위솜나불 

l'donocotyledoneae <단자엽 식 물아강> 

Graminales <벼 목> 

Poaceae <벼과> 

Hierochloe odorata (L. J Beauv. 향모 
Festuca subulata v버‘. jajJonica Hack 왕김의럴아재비 

Oplismenus undulatifolius Roem. et Schul t. 주름조개풀 

Cypι‘raceae <사초과> 

C"arex bostT}'L:hostigrna lVIaxim. 길 뚝사초 
Carex heteroleps Bunge 산비늘사초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샤초 

Carex siderosticta Hance 대 사초 

Liliales < 백 한목> 
.입-aceae <천 남성 과> 

Arisaema TτJbustum (Eng l.) Nakai 넓은잎천남성 

Juncaceae <골풀과> 

Luzula I.Xlpitata <Tvliq.) Miq. 행 의 밥 

Liliaceae <백합과> 

Veratrum patulum Loes. f. 박새 

A::;paragus schoberioides Kunth 비짜루 
P Clris verticillata M. Bieb. 삿갓나물 

Polygonatum involucratum ìVIaxim. 용둥 굴 레 

Smilacina jCljJoniα:1 A ‘ Gary 풀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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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달산의 식물상 

Lloydia triflom (Lecleb.) Baker 냐도개 감채 

lridaceae <붓꽃과>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lris ensa띠 var. spontaneα (Makino) Nakai 꽃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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