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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목원 2008·2009년 연차보고서

신중훈, 박철규, 류영민, 송정섭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

Annual Report of The Arboretum, Seoul National University

Joong-Hoon Shin, Chul-Gyu Park, Young-Min Ryu and Jeong-Sub Song

The Arboretum,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2008-2009년은 우리 수목원이 확대개방과 관련하여 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다. 아래 기술된 내용은 관악과 수원수목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관악수목원 : 2008년 2월 김문수 도지사의 내

원을 전후하여 수목원을 확대조성하고, 경기도민

은 물론 내․외국인에게 숲체험 명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간 활발한 협의를 지

속하였다. 그러나 당해 11월, 개방에 소요되는 

조성비 및 진입로 개선비용 등의 추가적 논의와 

관련하여 안양시와 경기도간의 이견으로 인해 관

악수목원 확대조성과 관련한 합의서 체결은 무기

한 유보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수목원 

내부에서는 확대개방이라는 현안을 보다 직시하

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 교직원을 위한 숲교실’과 일반 초

등학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여름방학 숲

교실’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안양시와 협조

하여 시행해 온 숲해설 프로그램은 꾸준한 호응

을 얻고 있다. 2009년에는 관악구 보건소의 건

강프로그램 중 자연과 만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아토피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을 위탁 운

영하였는데 4월에서 9월(8월제외)까지 매월 1

회 실시하였으며 놀이․활동 교육 통하여 아토피

를 앓고 있는 가정에 식물과 숲의 역할 및 아토

피 치유 효능에 대하여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 수목원을 시민에

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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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수목원 : 2008년 12월 수목원 확대 조성 

및 개방을 기본목적으로 “수원수목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

결하고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약 5개월간 각 

분야 연구진들의 활발한 실무토론을 중심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은 수원수목원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수원 시민에게 수목원을 개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부담하고 서울대학교는 

관리 및 운영주체로서 수목원 본연의 기능(교육․
연구․사회봉사)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5개월도 안되고 연

구용역 완료 이후 실질적인 확대조성 및 개방을 

위한 수원시와 우리 대학 간의 주요 쟁점이 합의

되지 않아 타결되지 못하여 백지화되었다. 위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은 수원수목원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 및 그 방향에 대하여 각 분야 실

무진과 전문가 및 연구진들의 상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용역보고서의 완

성도가 떨어져 추후 사업계획은 충분한 시간과 

토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자체평가 하였다.

  수목원에 근무하던 고길석 실장이 학술림으로 

발령이 나서 자리 이동이 있었으며 이외 공로연

수 중인 인원에 대한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실

제 근무 인원이 축소된 것 등 수목원 직원 구성

에 변화가 있었다.

  2000년 시대적인 변화와 도전에 올바르게 대

응하고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설립목적과 실천목표를 재정립하고 제 1차 전략 

계획(2001-2005)을 수립하였다.

  지난 2007년에는 수원시, 경기도 등 지자체

와 협력하여 수목원 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수목원의 설립목적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7개의 실천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제 2차 전략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가실천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단계 전략적 접근의 평가

• 수집: 2008-2009년은 경기․와 강원도 및 남

부지역 목본 및 고사리류를 수집 및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태백산, 광덕산, 관악산, 명

지산, 지리산 및 보길도 지역에서 채집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남부학술림으로부터 나한백 외 19종의 남부

수종을 기증 받았다.

    생체로 도입한 식물에 대해서는 GPS 및 기

증 출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손쉬

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자 엑셀 파일

로 된 새로운 데이터 입력 양식을 추가하였

다. 이는 BG-BASE의 S/LIST 기능이 정상

화 되면 BG-BASE 상에 입력할 계획이다. 

    Index Seminum을 통해 들여 온 식물에 대

해서 파종 단계에서부터 묘포장에 나가는 육

묘의 전 단계에 해당 출처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관리함으로써 도입식물의 출처에 관한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연구: 2007년 계획했던 표본관 이전 및 도서

관 설치 등 연구관리동 건립은 추진되지 못했

다. 이는 예산 책정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자

금모체의 불투명으로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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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육: 서울대학교의 관련 학과 및 타대학의 

전공자들의 실습을 최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명 가량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2008년: 서울대생 691명, 타대생 266명/ 

2009년: 서울대생 313명, 타대생 327명).

    일반인 교육에 있어서는 2007년도 산림청

으로부터 배정받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숲

해설 및 방문객 안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

였다. 서울대학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숲교실

을 개최하여 수목 및 조류에 대한 교육 활동

을 실시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에는 초등학생

을 둔 일반인 가정을 대상으로 숲교실을 개최

하였다. 특히 2009년은 관악구 보건소에서 주

최하는 아토피 숲으로 떠나는 여행을 위탁 운

영(총 5회)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매년 시행

하는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은 수목원을 

홍보하는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을 체

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된다. 해를 거듭할

수록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고 다음해를 기약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계층의 참여

자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고려할 때 교육프

로그램의 커리큘럼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문제

점이 대두되는 바 2010년에는 3명으로 늘어

난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 직원교육: 연구부장 겸 표본관장인 장진성 교

수의 연구실 지원으로 2008년 김령은 조교가 

일본의 북해도 대학 연습림을 직접 방문하여 

실습에 참여하였다.

    산림청이 주최하는 수목원 코디네이터 교육

에 전유경 코디네이터가 참여하였으며, 수목

원․학술림 직원 워크샵 및 직무교육에 수목원 

전 직원이 참석하여 야생동․식물의 현황 및 

보전방안 등을 교육받고, GPS 활용법 실습 

및 GPS를 활용한 경계측량 지역 확인법에 관

하여 발표하였다.

    2008년에는 수목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타 수목원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

킹 하고자 제주도 지역 3개 수목원․식물원을 

비롯하여 총 13개 국내 수목원․식물원을 견학

하였다.

• 교류: 연구보고와 Index Seminum을 통한 종

자교류가 우리 수목원과 국내외 수목원 간 교

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까지는 연구보고 발송 및 Index 

Seminum 종자리스트 발송에 있어 기존의 

교류기관 전체(118개 기관)를 대상으로 하

였으나 2010년부터는 교류가 왕성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우리 

자료의 무분별한 남용을 지양하고 해당기관

과의 보다 긴밀한 교류 체계를 형성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관계유지: 수원시와 논의되었던 수원수목원 

개방건, 경기도 및 안양시와 논의된 관악수목

원 개방건 등 근래 우리 수목원은 지자체들로

부터 개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조건으로 

끊임없는 개방 요구를 받고 있다. 2009년 말 

현재는 관악 및 수원수목원의 개방에 관한 구

체적 협의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후 

수목원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설립목표를 실

현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서울대학교 수목원 2008·2009년 연차보고서

- 140 -

최대한 이끌어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

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 물리적․ 인적 자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식물 

관리를 위하여 트랙터 1대와 동력분무기를 

확보․비치하여 작업이 필요한 적시적소에 이

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보다 전문화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여 행정 전문 인력과 주제원 관리․조성 전

문 인력을 구분하는 등의 구체화 작업을 시도 

하였다.

    일반인 입장객을 위한 숲해설은 안양 만안

구청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

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담당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 재원: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개방관련 사업 

이외에는 외부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은 전무

하다. 그러나 우리 대학 내부로는 법인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며, 외부로는 지자체의 관심

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개방과 입장료 징수 등 

수익사업은 곧 현실이 될 당면 과제이다. 따

라서 법인화 또는 확대개방, 그리고 그에 따

르는 운영법 및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수목원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조     직

수목원 운영위원회

  수목원 규정 제 7조에 따라 수목원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산림과학부 현정오 교수(수목원장, 학술림장 겸무)

위  원 산림과학부 이학래 교수(교무부학장)

산림과학부 장진성 교수(연구부장) 

산림과학부 김현중 교수(산림과학부장)

응용생물화학부 이승환 부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성균 교수

생명과학부 이은주 부교수

약학대학 김영중 교수(약초원장)

행정대학원 정책과 오연천 교수

남부학술림장 김낙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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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직원명단

  2009년 12월 현재 수목원에는 원장과 연구부장 등 총 12명의 직원이 수목원을 담당하고 있다.

수목원장 산림과학부 현정오 교수(학술림장 겸무)

연구부장 산림과학부 장진성 교수

표본관장 산림과학부 장진성 교수

주임/관악소장 박철규(수원소장 겸무)

일반직원 류영민

일반직원 이병빈

일반직원 송정섭

기성회직 최영보

조    교 김령은

코디네이터 유승아, 임금춘, 남지영

수목원 직원 변동사항

2008. 01. 01. 전유경 코디네이터 임명

2008. 05. 01. 류영민 관악수목원 발령

2008. 08. 12. 박철규 관악수목원 발령

2008. 12. 31. 김우진 정년퇴임

2009. 01. 01. 전유경 코디네이터 임명

2009. 06. 15. 이병빈 관악수목원 발령

2009. 09. 01. 유승아 코디네이터 임명

2009. 12. 31. 오종찬 공로연수

2010. 01. 04. 임금춘, 남지영 코디네이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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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도   입 발   송

비 고
국가수 수목원수 식물종수 국가수 수목원수 식물종수

2008 10 13 112 - - -

2009 11 13 107 9 15 73

표 2. 2008~2009년도 종자교류 실적

운     영

수목원 세출예산 현황 (2008-․2009년도)

     항목
재원 인건비 재료비 계

국고
2008 28,005 3,814 31,819

2009 28,003 3,568 31,571

기성회
2008 4,800 7,000 11,800

2009 4,800 3,248 8,048

표 1. 예산내역                                                            (금액단위 : 천원)

기금 및 기부

• 서울신문사에서 2009년 8월 14일 

1,000,000원, 현정오 수목원장이 2010년 3

월 2일 16,000,000원을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에 출연하였고, 한국전파기지국

(주)에서 2009년 10월 30일 50,000,000

원, 2009년 12월 30일 150,000,000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현재 수목원 

발전기금은 총 244,000,000원 이다.

• 수목원을 관람한 단체나 방문객들의 자율적

인 소액 발전기금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 국제네트워크

  현재 우리 수목원은 국제 Network인 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

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회비를 내고 자료를 교류하고 있으며 연구

보고 및 연구보고 및 Index seminum을 발간하

여 국내외 수목원 및 식물원과 교류하고 있다.

• 국내외 교류기관 현황 

  2008년 채집된 종자를 대상으로 Index 

seminum을 발간하여 2009년 발송하는 등 국

내외 수목원 및 식물원과 다음과 같이 종자교

류 사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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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의 관리 및 시설확충 

식물 표찰 확충 사업

• 2000년부터 주요 관찰원을 중심으로 식물

표찰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8년에는 각 

화단의 일련번호를 총 150개 표찰로 제작

하여 원내 전시원에 설치하였다.

• 원내 표찰을 보다 능동적으로 신규제작 및 

교체할 수 있고, 수목관리를 위해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레이블의 단점을 보

완하고자 아크릴 표찰 제작기를 구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기기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평강수목원을 견학하여 장․
단점 및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악수목원 내 식물조사

• 기존 수목조사 이후 추가 식재되거나 간벌

된 초․목본을 조사하고자 2008년 수목 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도입번호의 확

인과 함께 도입번호가 분실되었거나 부여

되지 않은 수목은 새로운 도입번호를 부여

하고 식물 식재 도면을 업그레이드하였다.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8년

과 2009년에 걸쳐 수원수목원 및 관악수

목원 소유지 중 사유림과 인접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측량작

업을 실시하고 표석을 설치하여 수목원의 

경계 침범 방지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국가식물자원정보 DB 구축사업

• 산림청은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체계적 정

보화를 통하여 식물 자원의 지속적인 보전 

관리와 자원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식물자원정보 DB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을 실시하였다. 2000년을 시작으로 우리

수목원은 수우식물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는 

식물건조표본을 대상으로 DB 구축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총 2명의 학부생을 

배정하여 총 4,200점의 표본을 입력하였

다.

    장진성 연구부장이 Harvard 대학 표본

관에서 촬영한 Ernest Henry Wilson의 

표본과 일부 Urbain Jean Faurie, 

Takenoshin Nakai, Tsutomu Ishidoya

의 표본 1,200점과 수우식물표본관에 소

장되어 있는 이창복 선생님 표본을 포함한 

약 3,000점의 표본 자료가 입력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표본 중 

채집 수량이 많은 종은 대부분 DB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며 채집 수량이 적은 

일부 분류군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업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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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채집․도입 및 파종

• 2008년에는 2008/2009 Index Seminum

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산

에서 짝자래 외 34종을 비롯하여 총 10개 

지역에서 총 99종의 식물 종자를 채집하

였다(표 3). 또 2009년에는 지리산에서 

들정향나무 외 19종을 채집하였다(Table 

4). 종자교류 이후 남은 종자에 대하여 야

생수집(wild collection)을 중심으로 

2010년 발아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 Index Seminum을 통해 확보한 초본 및 

목본은 증식온실 내에 파종하였으며 이후 

발아 단계와 유묘단계 등 각 생육 단계에 

따라 화분이식과 노지 이식(묘포장)을 거

쳐 전시원에 식재할 수 있도록 육묘중에 

있다. 2008년에는 총 112종을 파종하여 

15종의 묘목을 획득하였으며, 2009년에는 

총 107종을 파종하여 27종의 묘목을 획

득하였다(Table 5).

• 생체 도입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농업생

명과학대학 남부학술림으로부터 홍가시나

무 외 19종을 기증받아 증식온실 내 남부

수종원을 신규 조성하고 하부 식생을 갖추

기 위해 고사리 외 초본류를 중심으로 보

길도 자생종 채집을 다녀왔다. 새비나무, 

예덕나무와 바위손 등 채집시기에 동정이 

가능했던 종 이외의 고사리류는 2010년 

포자생성 시기에 맞춰 종을 동정하여 도입

번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생체를 

채집하거나 구입한 야생화 등 총 68종의 

식물을 도입하였다(Table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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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확충

• 관악산 등․하산객에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

학대학 수목원의 경계지역를 안내하고 무단 

통행을 통제하기 위해 신림동 지구 제 2광장

을 비롯하여 총 9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

다. 또 우회등산로에 설치된 펜스를 보수하

였으며 원내 경계 취양지구(삼거리 쉼터, 불

성사 등산로, 후문 철조망 주변)에 철조망을 

추가 설치하였다.

• 전시 시설: 유아 및 어린이 관람객의 호기심 

자극 및 놀이시설 확보를 위해 나이테 관찰

목을 제작․설치하였으며, 관람객의 안전한 보

행을 위하여 주요 동선의 암석 제거 및 평탄

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원내 각 지역별 식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 화단 레이블을 제작

하여 설치하였다.

• 2009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무실 진입다리

를 보수하였다.

• 목재칩 제작: 목재 파쇄기를 이용하여 관악수

목원과 수원수목원의 간벌목 등 목재 부산물

을 칩으로 만들었다. 이는 묘포장, 관찰원 등

에 피복재로 사용하여 과도한 수분증발 및 

우천시 토양 유실을 최소화하고, 특히 묘포장

의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었다.

• 일반수목원관리: 원활한 수목 관리를 위해 트

랙터와 동력분무기를 구입하였으며, 수목전

지 및 전정, 대잔디원 잔디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피식물 추가 식재, 숙근초원의 초본 

및 기타 수목 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방문객 현황 및 홍보 활동

• 2008, 2009년 방문객 현황은 표 8에 나타

내었다.

• 수목원 안내 리플릿 추가 제작: 2008년, 안

양시 만안구청의 지원으로 과거 안내책자(리

플릿)을 수정․보완하여 약 3,000장을 추가 

제작하여 방문객들에게 배포하였다.

사회적 기여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에서는 수목

과 관련된 식별과 관리에 대하여 전화, 홈페

이지 게시판, 전자메일 또는 방문자의 현장 

문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답변하고 있다.

•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1회 숲

에ON 국민숲길걷기대회”를 개최하고, 관악

구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아토피 숲으로 떠

나는 건강여행”을 위탁 운영하여 우리 수목

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숲에 관한 

중요성과 친근함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기

회가 되었다.

•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타 대학의 전공 학생

들의 실습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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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 문 객 수

비    고
2008 2009

본교생 및 교직원 734 313

타대생 실습 266 327

유치원․초․중․고생 10,508 9,982

유관기관 1,716 347 정부기관 및 환경단체

일반인 2,585 3,766

만안구청 연계 일반개방 5,491 4,000

계 21,300 18,735

표 8. 방문객 통계(2008. 1. 1. ~ 2009. 12. 31)

방 문 일 방 문 자 방 문 목 적 소 속 기 관 (국적)

  2008년도  

2008. 01. 21. 이정훈 표본 관찰 및 대여

(Artemisia 속)

작물과학원 인삼약초연구소

2008. 07. 17. 표본 관찰 및 대여 

(Eupatorium속)

한서대학교 생명과학과 

2008. 10. 이상준 표본 관찰 국립생물자원관 

2008. 12. 09. 이상준 표본 관찰 및 사진촬영 국립생물자원관

2008. 표본 관찰 국립수목원

  2009년도  

2009. 02. 12. 송임근 표본 관찰

(Brassicaceae)

영남대학교 생물학과

2009. 03. 26.
박명순 외

표본 관찰 및 대여

(Hedyotis)
안동대학교 생약자원학전공

표 9. 서울대학교 수목원 식물표본관(SNUA)의 2008-2009년도 방문실적

  중․고 생 및 환경보호단체의 환경교육장으로 

이용되어 숲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은 4

월~11월 말, 월요일~금요일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 가족

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

반 시민들의 숲과 환경의 보전에 대한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수도권 시민들에

게 휴식을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주말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사

항을 적극 수렴․검토하고 시범적으로 개방기

간(4월~11월)에 한하여 매월 둘 째 주 토요

일, 일요일에 주말 개방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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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 2009

국내 채집 표본 1,965 2,116

중국 섬서성 758 347

중국 사천성 - 351

Total 2,723 2,814

표 11. 2008․2009년 표본 채집 현황

시 행 일 기    관 교 류 내 용

  2008년도  

2008. 01. 31.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SKK) Salivia spp. 외 60점 반납
(반입)

2008. 02. 04. Herbarium (E)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Acer spp. 99점 대여 (반입)

2008. 02. 14. ZE Botanicher Garten und Botanisches 
Museum (BGBM)

Campanulaceae 161점 반납
(반입)

2008. 02. 18.
경희대학교 생물학과(KHUS)

Caryophyllaceae 외 109점 대여 
(반출)

2008. 03. 11. Herbarium (K)
Royal Botanic Gardens, Kew

Acer spp. 14점 대여 (반입)

2008. 08. 01.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SKK) Onagraceae 13점 반납 
(반입)

2008. 12. 01. The University of Oklahoma (OKL) Agrimonia ssp. 18점 반납
(반입)

  2009년도  

2009. 01. 04. 국립수목원(KH) Abies spp. 외 68점 대여 
(반출)

2009. 03. 26. 안동대학교 생약자원학전공(ANH) Hedyotis spp. 외 67점 대여 
(반출)

2009. 03. 27. Kyoto University Herbarium(KYO) Sambucus spp. 65점 대여 
(반입)

2009. 03. 27.
 

Kyoto University Herbarium(KYO) Corylopsis spp. 외 113점 대여 
(반입)

2009. 07. 13. 경희대학교 생물학과(KHUS) Forsythia spp. 외 30점 대여 
(반출)

2009. 11. 09. Kyoto University Herbarium (KYO) Sambucus spp. 65점 반납 
(반출)

표 10. 서울대학교 수목원 식물표본관(SNUA)의 2008-2009년도 표본교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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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2008. 3. 14. 경기도 광주시 태화산 임효인

2008. 4. 9.~ 11. 경상남도 거제군 산방산, 사천시 와룡산 임효인

2008. 4. 10. 전라남도 해남군 동현마을 이은희, 김휘

2008. 4. 12. 충청남도 대둔산 임효인, 이흥수, 전정일

2008. 4. 17.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이흑앙리, 육양마을,
용난굴 저수지

이은희, 김휘

2008. 4. 17.~ 19. 울릉도 임효인

2008. 4. 19.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장진성, 오하나, 이혜진

2008. 4. 21.
경기도 수원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원수목원

임효인, 장진성, 이은희

2008. 4. 23. 충청남도 태안군 내리 솔섬 근처 이은희, 장진성

2008. 4. 24.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수원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원수목원, 수원시 광교산

임효인, 임종칠

2008. 4. 24.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이은희, 장진성

2008. 4. 25. 충청북도 금단산 임효인, 오하나

2008. 4. 25. 경상북도 둔덕산 이은희, 장진성

2008. 5. 1. 서울특별시 관악산 임효인

2008. 5. 1. 인천광역시 강화도 해명산 이은희, 장진성

2008. 5. 2. 강원도 영월군 ~ 선돌, 덕항산 이은희, 장진성, 오하나, 임효인

2008. 5. 4. 전라북도 장수군 장안산 임효인, 전정일

2008. 5 .7. ~ 8. 강원도 태백산, 점봉산 임효인, 임종칠

2008. 5. 8.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이은희, 김종희

2008. 5. 10. 전라북도 진안군 운장산 임효인, 전정일

2008. 5. 16. 충청북도 괴산군 대산 임효인, 김종희

2008. 5. 16. 충청북도 매포읍, 두악산 이은희, 장진성, 오하나, 임효인

2008. 5. 17. 강원도 오대산 임효인

2008. 5. 23. 강원도 오대산 임효인, 장진성, 김령은,
오하나, 김종희, 방민정

2008. 5. 23. 전라북도 덕유산 임효인, 어주경

2008. 5. 30.~ 31. 전라북도 팔공산, 성수산 임종칠, 임효인

2008·2009년 연구부 채집 및 조사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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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31. 서울 청계산 오하나, 장진성, 김령은

2008. 6. 7. 전라북도 운장산 임효인, 전정일

2008. 6. 16. 경기도 고대산 임효인

2008. 6. 19. 충청남도 둔덕산 이은희, 오하나

2008. 6. 24. ~ 25. 울릉도 임효인, 이영주,
KAWAHARA외2명

2008. 6. 29. 중국 산시성 ZhuQue Mountain 전정일, 이흥수, 임효인,
Wu, Zhen Hai

2008. 7. 1. 중국 산시성 Qin-ling mountain 전정일, 이흥수 임효인

2008. 7. 8. 서울 관악산 임효인

2008. 7. 9 경기도 남한산, 수원농대 임효인, 임종칠

2008. 7. 14. 제주도 한라산 오하나

2008. 7. 14. ~ 16. 제주도 효돈리, 김녕해수욕장,
조천리 해안가, 광신농장

임효인, 김지훈, 허경인,
한병우, 이상룡

2008. 7. 30. 충청북도 괴산군 대산 임효인, 방민정

2008. 7. 30. 충청북도 보은군 금단산 오하나, 김종희, 김태유

2008. 7. 30. 중국 섬서 ZhuQue Mountain 전정일, 이흥수, 임효인,
Wu, Zhen Hai

2008. 8. 1. 강원도 점봉산 오하나, 임효인

2008. 8. 2. 강원도 태백산 오하나, 임효인

2008. 8. 2. 강원도 태백산 오하나, 임효인

2008. 8. 11. 전라북도 지리산 구룡계곡 오하나, 김휘

2008. 8. 14. 전라북도 완주군 선야봉 임효인

2008. 8. 16. 서울특별시 북한산 장진성, 방민정

2008. 8. 20. 전라남도 진도군 점찰산 오하나, 김휘

2008. 8. 20. 전라남도 두륜산 오하나, 김휘, 방민정

2008. 8. 23.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오하나, 방민정, 장진성, 임효인

2008. 8. 27. 경상북도 주흘산 오하나, 임효인, 김한규

2008. 8. 27. ~ 8. 29. 전라북도 성수산, 팔공산, 
경상북도 주흘산

임효인, 김한규

2008. 8.27. ~ 8. 31. 중국 섬서 Taibai and Liubai county 장진성, 김휘, 오하나, 방민정

2008. 9. 5. 강원도 함백산 임효인, 방민정

2008. 9. 6. 강원도 광덕산 오하나

2008. 9. 12. 전라북도 선녀봉 임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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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9. 제주도 성판악 휴게소 오하나, 장진성

2008. 9. 19. ~ 9. 20. 제주도 1115번 지방도로 오하나, 장진성

2008. 9. 20. 제주도 물찻오름 가는 길 오하나, 장진성, 김휘

2008. 9. 20. 제주도 1115번 지방도로 오하나, 장진성, 김휘

2008. 9. 20. 충청남도 둔덕산 이은희, 이혜진

2008. 9. 20.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군 도장산 임효인

2008. 9. 23. 전라북도 장수군 장안산 임효인

2008. 9. 26. 충청북도 보은군 금단산 오하나, 장진성, 김령은

2008. 9. 26. 충청북도 대산군 대산 임효인, 방민정

2008. 9. 27. 충청남도 태안군 이은희

2008. 10. 1. 서울시 서울대 관악 캠퍼스 장진성, 임효인

2008. 10. 3.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천등산 임효인

2008. 10. 6. 전라남도 지리산 장진성, 김휘

2008. 10. 7. 전라북도 완주군 운장산 임효인

2008. 10. 11. ~ 12. 강원도 강승월 휴게소, 덕항산 이은희

2008. 10. 13. 전라남도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 
및 백운산

임효인

2008. 10. 18. 전라북도 운장산 임효인

2008. 11. 8. 전라남도 두륜산 장진성, 임효인, 김령은

  2009년도  

2009. 3. 21. 경상남도 와룡산 임효인

2009. 4. 3. 전라남도 백운산 오하나, 김종희

2009. 4. 9. ~. 10. 경상남도 작대산, 와룡산 임효인

2009. 4. 9. ~ 10. 전라남도 칠성봉 임효인

2009. 4. 10. 강원도 오대산 오하나, 장진성, 김종희

2009. 4. 17. 전라남도 백운산 오하나, 김종희

2009. 4. 17. 충청남도 태안군 장계선

2009. 4. 18. 오하나, 김태유

2009. 4. 28. 경기도 남한산, 태화산 임효인

2009. 4. 30. 인천광역시 해명산 오하나, 장진성

2009. 5. 1. 강원도 오음산 오하나, 장진성

2009. 5. 1. 강원도 먹방산 김종희, 이흥수

2009. 5. 2. 인천 덕적도 미조봉 김종희, 유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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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6. 강원도 성치산 장계선, 임효인

2009. 5. 8. 강원도 태기산, 덕항산 오하나, 김종희, 임효인

2009. 5. 14. 경기도 수원시 서울대 수원수목원 오하나, 장계선, 김종희, 임효인

2009. 5. 15. 충청북도 두악산 장진성, 장계선

2009. 5. 19. 경기도 수원수목원 김종희, 임효인

2009. 5. 23. 경상남도 주산, 칠성봉 임효인

2009. 5. 23. 강원도 오대산 장진성

2009. 5. 30. 경상남도 작대산, 와룡산 임효인

2009. 6. 5.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임효인, 이기웅

2009. 6. 5. 경기도 수원시 서울대 수원수목원 김종희, 장진성, 장계선, 오하나

2009. 6. 12. 경기도 용문산 오하나, 김종희

2009. 6. 17. 강원도 성치산 임효인, 장계선

2009. 6. 17. 경기도 검단산 김종희

2009. 6. 17. 강원도 성치산 김종희, 임효인

2009. 6. 19. 강원도 먹방산 김종희, 이흥수

2009. 6. 19. 강원도 오음산 오하나, 장진성

2009. 6. 20. 경상남도 주산, 칠성봉 임효인

2009. 6. 21. 경기도 소요산 오하나, 김종희

2009. 6. 23. 경기도 감악산 장계선

2009. 6. 23. 경기도 광교산 김종희

2009. 6. 24. 경기도 명성산 오하나, 김종희

2009. 6. 27. 경상남도 와룡산, 벽방산, 천개산 임효인

2009. 6. 27. 전라남도 송광사, 조계산 오하나, 김종희

2009. 6. 27. 전라남도 조계산 김종희, 오하나

2009. 6. 30. 경기도 봉미산 장계선, 임하민

2009. 7. 2. 경기도 수원수목원 김종희, 임효인

2009. 7. 2. 경기도 화야산 장계선

2009. 7. 7. 서울 성내천 김종희

2009. 7. 8. 경기도 천마산, 예봉산 김종희

2009. 7. 11. 전라북도 팔공산 김종희

2009. 7. 14. 日本 Hokkaido,
Hiyama county, Kaminokuni village

오하나, Takeda, Isogai,
Yajima

2009. 7. 15. 일본 Hokkaido, Shimamaki country, 오하나, Takeda N, Chi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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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amaki village

2009. 7. 16. 강원도 치악산 장계선, 장진성, 박수경

2009. 7. 23. 日本 Hokkaido 苫小牧国有林1298 오하나, Yajima

2009. 7. 24. 日本 Hokkaido 有珠山 (Mt. usu) 오하나, Yajima, Sasaki Y,
Takeda N

2009. 7. 29. 日本 Hokkaido Tokachi (Frano) 오하나, Yumji, Tamai,
Isogai, Sabaki

2009. 8. 8 경상남도 와룡산, 벽방산, 천개산 임효인, 최호

2009. 8. 16. 제주도 섭지코지 장진성

2009. 8. 17. 日本 Hoshu, Oki 오하나, Onishi Wataru

2009. 8. 19. 日本 岡山県新見巿草間羅生門 오하나, Onishi Wataru

2009. 8. 19. 日本 広島県神石郡神石高原町永野 오하나, Onishi Wataru

2009. 8. 21. 日本 対馬和多都美神社
(Tsushima  Islands Watazumi Jinja)

오하나, Onishi Wataru

2009. 8. 21. 전라남도 두륜산 장진성, 김휘, 임효인

2009. 8. 23. 日本 Fukuoka Kitakyushu 오하나

2009. 8. 25. 日本宇和島巿户島
(Uwazima city, Tojima)

오하나, Harada K,
Takeichi-Y, Kighimoto K

2009. 8. 27. 日本 香川県高松市屋島
(Takamatsu Yashima)

Kazumi Fujikawa,
Atsuko Wajiki

2009. 9. 2. 경상남도 칠성봉, 주산 임효인

2009. 9. 9. 경상남도 와룡산, 작대산 임효인, 임종칠

2009. 9. 15. 강원도 오음산 오하나, 오대환, 홍점옥

2009. 9. 18. 강원도 동막골, 후동리 장진성, 이흥수, 이진우

2009. 9. 22. 강원도 성치산 장계선, 성기훈

2009. 9. 29. 경상남도 칠성봉, 주산 임효인

2009. 10. 2. 경상남도 작대산, 벽방산 임효인

2009. 10. 9. 강원도 오대산 장계선, 장진성, 정종우, 김진우

2009. 11. 7 전라남도 두륜산 장진성, 엄현주 (수목학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