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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f
πJis

πle

surve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distribution of vascular plants in Gyemyeongsan, Chungju.

vascular plants , colleαed from 16 to 20 June 2003 , consist of total 411 taxa; 91 fanlilies , 267 genera,

356 species , 1 subspecies , 49 v:없ieties and 5 forms. Among them, Korean endemic plants of this area
were 10 없xa， ClTES pl따lts were 4 없xa， and the

spec때1

plant species based on floral re링on by Minis따T of

Environment(2001) were 34 없xa. πle naturalized pl와lts were 19 taxa , therefore , Urban Index(UI) was
7.14%.
1bis survey was not carried out in detail because of spring plant oversight, restric다ve 51표veyarea.

Therefore, detailed suπey will be need in near future.
Key words : Gyemyeongsan , vascular plants

서

론

계명산(π5m)은 소백산맥 지맥의 하나로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용탄동， 안림동， 연수통

에속한다.
본산은 충주시 북동쪽과 충주호사이에 초승달처럼 능선이 뻗어 았으며，충주호 건너편북쪽에 지동산
(535m)과마주하고 있고， 옛날죄수들이 사형장으로갈때 마지막으로넘는고개라는뭇의 마지막재와 연
결되어남산(636m) 에이른다.정상에오르면서쪽아래로충주시가，북쪽으로는인동산，천등산，시광산즐

기가， 통쪽으로는 충주호 너머로부대산(627m) 줄기가 보인다.
본 산은 백제시대에 성주의 딸이 지네에 물려 죽게 됨에 띠라 성주가 다시 지네가 들끓을 것을 염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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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닭을 풀어놓아 길러 곳곳에 닭의 발이 닿지 않는곳이 없다해서 계족산이라부르게 되었는데， 1958년

충주시에서 여명을 알리는뭇의 계명산으로개칭하였다.
지금까지본지역의자연생태계에대한종합적인학술조사는이루어진바없으며， 본조사를통하여계
명산 일대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함으로써 학술및 유용자원을 발굴하고， 향후본지역의 귀중한식물지원의
이용과보전대책을 수립하는데 기강}료를제공하i까한다.

재료및조사밤법
본 조사는 2003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충주시 종민동， 용탄통， 안림동， 연수동에 속하는 지역에 대하
여이루어졌으며，~~집청로는 Fíg.1과같고，조사중확인된모든출현종을기록하고동시에채집하였다.
채집된 재료는 압착， 건조하여 표본으로 제작한 후， 정태현(1%5) ， 이창복(198이， 이우철(1996) ， 이영노

(1996) 풍의 도갑에 의해 통정하였으며， En，생.er의 분류체계 (Me1며íor and Werdennan, 1954; Melchlor,
1964) 에 따라정리하여소산식물목록을작성하였다.
본 조사지역의 소산식물 중 한국특산식물(Lee， 1984) 및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자연보존협회， 1993) ， 철

멸의 위협이 있는 야생동 ·식물의 종거래에 관한규약(CITES) 에 관련된 식물(우， 1993) ， 귀화식물(박， 1995 ，

2001; 이와 전， 1995) 등의 분포를파악하였으며， 이들에 대한근거표본은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에 보
관하였다.

렬과및고찰

1. 조사지역의 관속식물 수
본 조사기간 동안 밝혀진 관속식물은 양치식물 6과 14속 21종 2변종의 23종류， 나자식물 2파 3속 3종의
3종류，‘피자식물 중 짱자엽식물 74과 204속 273종 1아종 34변종 5품종의 313종류， 단자엽식물 9과 46속 59
종 13변종의 72종류로구성되며， 총 91과 267속 356종 1아종 49변종 5품종의 411종류로 정리되었다 (Table

1, appendix). 이들의 구성비는 양치식물 5.6%, 나자식물 0.7%, 쌍자엽식물 76.2% , 단자엽식물 17.5%로서，
이는한반도 전체 관속식물의 구성비율(이， 1993) 인 5.6: 2.0 : 71.5 : 20.9와 비교하면 양치식물은 비슷하게
분포하며，나자식물，단자엽식물은적게분포하며，장대적으로쌍자엽식물은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

다.
본 조사지역의 관속식물 종류는 이 둥(2001) 에 의해 보고된 충주시 남산의 475종류보다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종다양생을 평가하는 양치식물계수(Pte-Q

=

양치식물종수/전출현종수 X 25)는본 조사지

역이 1.40.으로서 남산의 0.94보다높게 나타났다.

본지역의관속식물의분포종류가적게나타난것은조사시기가여름언관계로봄식물과가을식물의
일부가 누락된 점， 조사시기가 짧은 점 둥에 기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 식물
종류들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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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urvey route' ( - - : survey route).
Table 1. The number of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the Gyemyeongsan.
fam

gen.

sp.

Pteridophyta

6

14

21

Gymnospermae

2

3

3

74

204

273

9

46

59

91

267

356

subsp.

var.

for

2

total
23
3

Angiospermae

Dicotyledons
Monocotyledons
Total

1

34

5

13
1

49

313
72

5

411

2. 특기할 만 한 식물
1) 효댁특산식물
본 지 역에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은 Lee(1984)를 기준으로 할 때， Salix h u1teni Floderus(호랑버들)，

디ema디s σichotoma Nakai(할미밀망)， Deutzia cαe때a Lév.(매화말발도리)， Euonymus trapococcus
Nakai(버들회나무)， Talia rufa Na없i(털피나무)， Viola diamantica Nakai(금강제비꽃)， Acanthopanax

효E국자연보존연구지 저12권 제 1-2호

4

cbiis，때ensis N:없i(지리오갈피)， Vao띠1Íum k，αe때umNa없i(산앵도니무)，

Ajuga spe떠bi삶 N짧i(자란

초)， w’잉igela subsessilis L. H. Bailey(병꽃나무)의 10종류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조사지역내의 식물 중
2.43%에 해당되었다. 국내의 관속식물중한국특산식물이 100ÁJ 내외인 점을감안할때 본조사지역의 한국
특산식물들은 다른지역들보다적게 분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2)

멸종위기빠 처한 야생 동 · 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관련된 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mational Trade in
En없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에 관련된 식물 중 본 조사지역에는 Cephal.없lthera

erecta (Thunb.) B1. (은난초)， C. longibractea없 Bl.C은대난초)， Lip짧 kumok따i F. Maé없wa(옥잠난초)，
Platanthera metabifolia F. 뼈e없wa(제비난)의 4종류가 분포하였다.

3)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이란서로다른지역의 환정을서로다르게 표현해 주고，서로유사한지역의
환경은서로유사하게표현해주는데이용되는분류군으로서，분포지역의범위에따라 5퉁급으로구분하
였으며， V퉁급은국내에고립되어분포하거나불연속적으로분포하여분포지역이가장협소한분류군들，
W퉁급은북방계나남방계식물로서 일반적으로 1개의 야구에분포히는분류군들， m풍급은북방계나남방

계식물로서 일반적으로 2개의 아구에분포하는분류군들， II 퉁급은비교적 전국적으로분포하지만일반적

으로 1 ，000m 이상지역에분포하는분류군들， 1 둥급은북방계나남방계식물로서 일반적으로 3개의 이구
에 분포하는분류군들로총 1076분류군으로정리된다 (환경부， 2001).
본조사지역은 식물구계학적으로중일구계내에서 중부아구에 속한다 (이와 엄， 1978). 본조사에 밝혀진
관속식물 중 V 퉁급에 해당동}는 분류군은 분포하지 않았으며， N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은 Bistorta

alopecuroides (Turcz.) Kom. (기는범꼬리)의 1종류이었고， m동급에 해멍하는분류군은 Be삐a 뼈ensis
Max.(개박달나무)， ìωt]a diamandca Nakai(금강제비꽃)， Vaccinium koreanum NakaiC산앵도나무)，

Scopolia japonica. 뼈X.(미치광이풀)， Lilium leich따피ivar. 뺑inum Nicho1s. (중나리)의 5종류이 었다.
II 동급에 해당하는 분류군은

Cimicifuga foe다da L.(황새승마)， OXl때's obtri없19u1a없 Max.(큰팽이밥)，

Acer σjflorum Kom. (복자기)， Viola orientalis W. Becker(노량제비꽃)， Acanthopanax chiisanensis
N짧ai(지리오갈피)， Ostericum melanotilingia (H.D. Boiss.) Kitagawa(큰참나물)， Achillea sibirica
Ledeb.C톱풀)의 7종류이었으며， 1 퉁급에 해당히는 분류군은 C없nptosorus sibricus Rupr. (거미고사리)，

Quercus varíab.파 Bl.(굴참니-무)， HenJiptelea da떠해 Planch.C시무나무)， Aconi따n jaluense Kom. C투구꽂)，
Clema디:s patens Morr. et. Decne(큰꽃으아리)， Chloranthus japo피cus Sieb.C홀아비꽃대)， Aristolocm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Hylomecon vemale Max. (피나물)， Sedum vertidllatum L. (세잎행의비름)，
뼈l따

baccata Boi.암1.(야광나무)， Dic없mnus dasycarpus Turcz~ (백선)， Impa디'ens noli-tangere L. (노량물봉

션화)， Euonymus σ-apococcus Nakai(버들회나무) , π1ia amurensis Rupr. (피나무)， Circaea cordata
Royle(쇠털이슬)， 껴.맹'a

spectabilis Na없i(자란초)， Veronicastrum sibiricum (1.) Pennell(냉초)， Lonic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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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eflorens Ba때.(올괴불나무)， Campanula punctata Iam. (초롱꽃)， polygonatum fa1ca따n A. Gray(진황
정)， platanthera metabifolia F. Maekawa(제비난)의 21종류로정리되었다.

4)

귀호}식물

본 조사지역의 귀화식물은 박(1995 ， 2001) 에 따르면 ， Bilderdykia dumetora(L.) D Ùrn. (닭의덩굴) ,

Persicaria cochinchinensis Kitagawa(털여뀌)， Rumex acetocella L. (애기수영)， R. crispus L(소리쟁이)，
Phytolacca ameri，때Ja L.(미국자리공)，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T. repens L. (토끼풀)， Euphorbia
supína 없fm.( 애기땅빈대)， Oenothera biennis L. (겹달맞이꽃)， Solanum nigrum L. (까마중)， Vero피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Ambrosia artemisψh김 V앙• elador Descour디ls(돼지풀)， Bidens rrondosa L. (미국
가막사리)， Erechdtes hierac此삶 Raf.(붉은서나물)， Erigeron annuus (1.) Pers.(개방초)， E. canadensis
L.(망초)， Solidago serot펴a Ait.(미국미 역취)， Taraxacum offìcinale Weber(서양민들레)， Dactylis 회omerata
L.C오리새)의 19종류로정리되었다. 이를근거로한본조사지역의 귀회율(귀화식물의 종류수/출현 식물의
전종류수

x

10이은 4.62%로서， 이와 전 (1995)의 보고에서 업지별로 출현한 산지지역 평균 귀화율이

10.3%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본 조사지역의 식생에 대하여 엄과 전 (1980) 이
언급한 인간간섭에 의한 자연의 파괴도 정도를 표시하는 지수언 도시화지수 또는 자연파괴도(m=일정지
역에 나타니는 귀화식물 종수/남한의 귀화식물 총 종수

x

100)의 산출식을 가장 최근에 보고한 박(1995 ，

2001)의 귀화식물 총종수 266종류를 적용하면 7.14%로서 서울시의 36%(엄과 전， 1980)보다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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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는 충북 충주시의 계명산 일대의 관속식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3년 6월 16
일부터 20일까지 채집된 관속식물은 총 91과 267속 356종 1 이종 49변종 5품종의 411종류로 정리되었다.
이중 한국특산식물이 10종류， 절멸의 위협이 있는 야생동 ·식물의 종 거래에 관한조약(ClTES) 에 관련된

식물은 4종류， 식물구계학적 분포특이종(환경부， 2001)은 34종류， 귀화식물은 19종류로서 도시화지수는

7.14%이었다.
본 조사시기가여름언관계로봄식물과가을식물의 일부가누락되었고，용탄동만계독을중심으로조
사되었고，나머지 지역은능션을중심으로조사되었기 때문에본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디수의 식물종

류들이분포하고있을것으로판단되며，추후보완조사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검색어 :계명산，관속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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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endlx. The list of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Gyemyeongsan
Dt빼:ion Pteridophyta 양치식물門
α잃S 함.úse따leae 속새網
OrderE밍ise때es 속새 텀
F없피ψ 훤빼etaceae 속째科
E빡e때n a.rvense L.

Subdivision P없'Opsida

죄뜨기

양치식물亞門

class Filicineae 양치식물鋼
Subcl잃51맹tospor없생a없e 소포자낭亞網

order Filica1es 고사리 目
Fru:피1y Pteridaceae 고사리科

Dennstaedtia hirsuta (Sw.) Mett. 잔고사리
Pteridiuma맹파1umV:따•

latiusculum (Desv.) UndeIW. 고사리

F때ily Davalliaceae 넉줄고사리科
Dav.값lia mari뼈 Moore

넉줄고사리

F없nily Aspil하a없e 면마科

Atbyrium ise.때umRosc. 가는잎개.IL^}리
A. niponicum (Mett.) 많nce 개.IL^}
A. pycnosorum H. Christ 럴고사리
A. vi，빼i (Fr. et Sav.) N:와cai 산캐고사리

A. yokoscense (Fr. et Sav.) H. Christ

뱀고사리

D.ryopteris bissetiana (Bak.) C. Christ 족제비고사리

R

며inensis (Bak.)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

D. α-assirhízoma Nakai 관중

D. lacera CπlUnb.) O. Kuntze 비늘고사리

D. sacrosanc떠 Koidz. 애기족제비 E꽤
D. uniformís (M삶.)M삶ino 꼼비늘고사리
Las뼈 tbelypte.따 (1.) Bory 처녀과}리

Matteucda orie따파 (없애er) Trev. 개면마
Onoclea sensíb파s var. interrup없 Max. 야산고비
POψs디chum

tripteron (Kunze) Presl 십자도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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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sia polystichoídes Eaton

우드풀

Fru:피1y Aspl，없없.ceae 꼬리고사리科
Aspleníum íncísum 1hunb. 꼬리고사리

Camptosorus síbricus Rupr. 거미JlA}리
F때ilypolyp여싫.ceae 고란초科

Lepísorus ussuriens싫 (Regel et 뼈ack.) C바19 산일엽초

Divi펴.onG뼈no훤얹nae 나자식물門
Q싫s Co:띠f얹op외da 구과식물鋼
Order C뼈f없les 구과식물팀
F때ily 뻐떠ceae 소나무科
Laríx l，얻ptol，걷P싫 (s. et Z.) Gordon 일본잎갈니무

Pínus densif10ra S. et Z. 소나무
F때ily Cupres없ceae 혹팩나푸科

Juníperus rigí，따 S. etZ. 노간주나무
D때외.on An생.osp얹mae 피자식물門
Q잃S Di，∞때려.oneae 껴쌍자엽식물鋼

Su벼잃s Ar며ichlamydeae 이판화亞網
OrderJu，생andales 가래나·무目
F없파yJu，행ndaceae 가래나무科
PlatycaI껑 Sσobilacea S. et Z. 굴피니무

@짧 S때C삶.es 버드나무텀
F없빼yS외icaceae 버드나무科

S외ix gil.행18 Seem.

s. gracilis떠'a Miq.

내버들
갯버들

S. h띠'tení Floderus 호랑버들
ord하 F쩔1않 참나무담
F때lily Be뼈aceae 자착나무科

Betula chínensís Max.

깨박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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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박달

Ca띠us beterophylla Fisch.

난티 잎개 암니·무

C. heterophylla var. tbunbergií Bl. 개암나무
F때피yFagaceae 참나무科
밤나무

Castanea crenata S. et Z.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Q. aliena Bl. 갈참나무

Q. denta없Thunb. 먹갈나무
Q. mongolica Fisch. 신갈나무
Q. v:왜'ab파sBl. 굴참나무

order Drticales 쐐기풀텀
F없피ly Ulmaceae 느릅나무科

Ce1tis sinensis Pers. 팽나무
Hemipte1ea davidli Planch. 시무나무
U1musdavid때la for. suberosa Nak.
U. da떠'di，와la var.

흑느릅니무

japonica Nak. 느릅나무

Zelkova serrata 뼈뼈0 느티나무
F없파yMoraceae 뽕나무科

Broussonetia kaψ1OkiSeib. 닥나무
Morus alba L. 뽕나무

M. bombycis Koidz. 산뽕나무
F없피ly Cannabnaα::ae 삼科
Humulusjapαjα1SS. et

Z. 환삼덩굴

F와피ly Drticaceae 쐐기풀科

Boehme1Ía spicata Thunb. 좀깨 잎나무
Pilea hamaoi M뼈no 큰물통이
Order San떼aes 단향담
S매밟derS따뼈파leae 단향亞텀

F와띠lySan떼aα겼e 단를&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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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sium chinense Turcz. 제비꿀

order polygonales

마디풀텀

F때lÎψPolyg。따없e 마디풀科

Aconogonum polymoφ，hum (Ledeb') T. Lee 성아
Bi1derdykia dumetora (L.) Dum.

닭의덩굴

Bistorta aJopecuroides (Turcz.) Kom. 가는범꼬리
Persicaria blumei Gross 개여뀌
P. coc뻐lC삐lensis Kitagawa 털여뀌
P. conspicua Nakai 꽃여뀌
P. filjfonne Nakai 이삭여뀌
P. hydropiper (1.) Spach 여뀌
P. japonica (Me싫n.) H. Gross 흰꽃여뀌
P. lapathifolia S.F. Gray 흰여뀌
P. perfolia없 H. Gross 며느리배꼽
P. pubescens Hara 바보여뀌
P. sendcosa Gross 며느리밑씻개
P. sieboldii ohki 미꾸리낚시
P. tbunbe황iH. Gross 고마리

Polygonum avicu1are L. 마디풀
Rumex acetocella L. 애기수영
R. aceto$a L. 수영
R. crispus L. 소리쟁 이

order centros빵males 중심자팀
Sutx펴erPhyto1a때leae 자리공亞팀
F때lilyPhyto1aαa없e 자리공科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Suborder Portl괴acineae

죄버름亞 담

F없피y Portulacaceae 죄비름科
Po.πu1aca

oleracea L. 죄비름

Subo펴er Caryophy바leae 석죽亞 텀

F때lily Caryoph뼈aceae 적죽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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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aria serp~파뻐'aL. 벼룩이자리

Cerastium holosκoidesvar.

h떠laisanense Mízushima 점나도나물

Dianthus sinensis L. 패랭이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개별꽃
P. palibin때Ja (Takeda) Ohwi 큰개별꽃
Mel;없1cb.까Im firmum

(S. et Z.) Rohrb. 장구채

Stella떠 a1sinevar. und버a없 Ohwi 벼룩나물

S. aquatica Scop.

쇠별꽃

Subo떠er ChenoI빼iineae 명야주亞 目

F때피y Ch얹lOp여없，ceae 명아주科

Chenopodium a1bum var. cenσürubrum Makino 명아주
F때피y Amaranthaceae 버름科

Achyranthes japo피'ca (Miq.) Nakai 죄무릎
Amaranthus mangostanus L.

비름

Order Magn빼1않 목련텀
F때ly Magnoliaceae 목련科

Magnoli김 sieboldii K. Koch 함박꽃나무

F와폐y I.auraceae 녹니·무科
μindera erythrocaφ，aM:뼈no 비목나무

L. obtusiloba Bl. 생강나무
order 없nunculales 미나리아째버 텀
Suborder 없nunculineae 미나리아째비亞 텀
F때Jily없nunculaα!ae 며나리아채비科
Aconi따nfi리uenseKom.
Cimi떼19a

foetida L.

투구꽃

황새승마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

종탱굴

C. heraclei{olia DC. 병조희풀

C. mandshurica Rupr. 으아리
C. patens MOIr. et. Decne 큰꽃으아리
C. tem퍼'oraDC. 참으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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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richotoma Nakai 할미밀망
Hepa뼈 asia다caN짧i 노루귀

Pulsatilla koreana Nakai 할미꽃
Ranuncu1us chinensis Bunge 젓가락나물

R.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Thalictrum aquilegifolium L. 행의다리

T. fìlamentosum Max.

산행의다리

F없피ly 닙펴iza뼈&α!ae 으릅멍굴科

Akebia qt따JataDecn. 으름
F짧퍼yM없$뺑maceae 방기科
Coccu1us trilobus DC.

탱탱이덩굴

Menispermum dauricum DC. 새모래덩굴
F없빼y ch1없뼈uα~e 훌아비꽃대科

Ch10ranthus japonicus 하eb.

흘뼈꽃대

order Aristol，따없les 취방올탱굴텀
F없lily 퍼rstol，α빼.ceae 취방울덩굴科
AI효tolocbia

contorta Bunge. 쥐방울덩굴

As때11TI sieboldil Miq.

족도리

Order Gut바없les 물떼니물덤

S뼈αder Dilleniineae 다꽤나무亞 담
F와피yA며ni버aceae 다꽤나무科
A따Jidia arguta Planch.

다래

A. polyg;때Ja (S. et Z.) Max. 깨다래

Suborder theineae 차나무亞 답
F없파Y Hypericaceae 물혜나물科

Hyperícum ascyron L. 물레나물
H. erectum Thunb. 고추니물
order Papavl없les 양귀비 텀

정규명 외 / 껴|명산의 관속식물상

13

S뼈。Irder PapaVi얹neae 양귀비亞텀
F때피yPapavera야ae

양귀비科

Chelidonium majus var. asia때m(H따a) Ohwi 애기똥풀
Hylomecon vem외e 뼈X. 피나물
Fan퍼y 뻐m뼈aα::ae 현호잭科

Corydalis ochotens성 Turcz. 눈괴불주머니
C.spedosa 뼈X. 산괴불주머니
Suborder Cappa파leae 흥접초亞텀
Far피ly Cruciferae 십자화科
Arabis 회'abra (1.) Bemh. 장대나물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냉이
Car따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C. leucantha O.E. Schulz 미나리냉이

Draba nemorosa var. hebecarpa Lindbl. 꽃다지
다닥냉이

Lepidium apetalum Willd.

Rorippa indica (L.) Hiem 개갓냉이
Order Ros싫.es 장미 目

SuborderS뼈없횡leae 범의귀亞目
F빼y Crassulaceae 툴니물科

Sedum erythrostichum Miq.

행의비름

없mtschaticum Fisch.

.

S

S.p이ystichoides Hemsl.

기린초

바위채송화

S. sarmentosum Bunge 돌나물
S. verticillatum L. 세잎쟁의비름
F없nily 없회fraga없e 범의귀科
As뼈e 이inensis var. da때에iFr.

노루오줌

Chrysosplenium grayanum Max. 팽 이눈
Deu떼'a core찌Ja I강V.

매화말발도리

D. 밍'abrata Kom. 물참대
D: parviflora Bunge 말발도리

Hydrangea serra없 for. acuminata (S. et Z.) Wils.

산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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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adelphus schrenc값iRupr.

고광나무

Suborder Rosineae 장미亞目
F때lilyRo앓.ceae 장미科
A행l10nia pilo없 Ledeb.

짚신나물

Crataegus pinna때'daBunge 산사나무
Duchesnea chrys.따1tha (Zo11. et Moπ.) Miq. 뱀딸기
Geum japonicum Thunb. 뱀무

Malus baccata Bor와1. 야광나무
PoteDi다1la 벼inensis Ser.

딱지꽃

P.frag.없ioidesvar. major Max‘

양지꽂

P. freyni때aBornm. 세잎양지꽃
P. kleiniana Wight et Amott 가락지니물
Prunus leveil1eana Koehne 개벚나무
P. padusL. 귀릉나무
P. persica (1.) Batsch 복사니무
P. sem떠ta var. pubescens Nak. 잔털벚나무
Rosa m u1tif1ora Thunb. 찔레꽃
Rubus coreanus 때q. 복분자딸기

R. cratae，웰뻐usBunge 산딸기
R. oldh때ψi Miq. 줄딸기
R.p.킹1ψh따 L.

멍석딸기

R. phoenicolasius Max. 꼼딸기
Sangu빼>rba offi，때때8L.

오이풀

Spiraeapru피folia for. sinJplic퍼。tra Nakai 조팝나퓨

Stj걷phanandra indsa Zabel 국수나무

SuborderI쟁m피nosineae 콩亞 덤
F없:Iiψ Leguminosae 콩科

Aeschynomene indica L. 자귀풀
Amphicarpaea edg.짧ortl:피'i var. trisperrna Ohwi 새콩
Indigofera 빼돼Owii 뼈X.

땅비싸리

La thyrus davidii Hance 활량나물
Lespedeza bicolorTurcz. 싸리

L. cuneata G. Don 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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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a.때nowiczli Schneid. 조확사리
Ma.a.ckía. a.m urensis Rupr. et Max. 다릅나무

Puera.ria. thunbergiana. Benth. 칩
Robini김 pseudc←.a.ca.cia. L.

아까시니무

Sophora. fla.Vi않cens Ait. 고삼
Trifolium pra. tense L. 붉은토끼풀

T. repensL. 토끼풀
Vicia. a.murensis Oettingen 벌완두

V. unijuga. A. Br. 나비니물
OrderGer없iales 쥐손이풀目

Suborder Get없iineae 쥐손이풀亞텀
F때illy Oxalidaceae 팽이밥科
Ox:삶

cornicula.ta. L. 팽이밥

O. obtriangula.ta. Max. 큰팽 이밥
F따피ly Get뻐업.ceae 쥐손이풀科
Gera.niumn뿌'a.lense subsp. thunbel훨 (S.

G

따lfordii Max.

et Z.) Hara

세잎쥐손이

Suborder Euphotbiineae 대극亞팀
F없illy Euphotbïaceae 대극科
Ac외'ypha. a.us없lisL.

깨풀

Euphorbia. sieboldiana. Morr. et. Decne. 개감수
E. supina. 없.fin. 애기땅빈대

Securinega. s뼈따osa. Rehder 광대싸리
ord않 Ru떼.es 운향팀

Suborder Rutineae 운향亞텀

Family Rutaceae 운항챔
Dictamnus 따징TcaIpUS Turcz. 백선
Zantha챙um schinifolium S. et. Z. 산초니무

F없피y S:뼈aroubaceae 소태나무科

Ailanthus al따simaS때n헝e 가죽나무

이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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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α-asma

quassioides (D. Don) Benn. 소태나무

order SapÏIl!없les 무환자나무텀
Subαder 빼g펴lineae 윷나무亞 目
F없퍼y AnaC311대a없e 윷나무科
Rhusc피nensis Mill. 붉나무

R. trichocarpa Miq. 개윷나무
Subor뼈 Sapinineae 무환자나무亞 팀

F없lily Aceraceae 단풍나무科
Acer 웰malaMax.

신나무

A. mono Max. 고로쇠나무
A. pseudθ.siebol，빼nUI11 (Paxton) Kom. 당단풍
. A. triflorum Kom.

복자기

order 없싫mineae 봉선화텀
SubαderB외잃mineae 봉선화亞텀
F때lilyB짧없따Bα겼e 봉선화科

Impadens noli-tangere L. 노량물봉선화

L tl얹tori Miq.

물봉선

OrderC농~es 노박덩굴텀
Suborder 떠잃뼈leae 노박탱굴亞텀

F없lilyC농밟없었e 노박탱굴科
〔농1astrus orbicu1atus Thunb.

노박덩굴

Euonymus a1atus Cπmnb.) Sieb. 화살나무
E. a1atus for. ciliato깅'entatus Hi.y:없m 회잎나무
E. oxyphyllus Miq 참회나무
E, trapococcus N:없i 버들회니무
Triptery횡um regelii Sprague et Takeda 미 역줄나무

Fan퍼y Staphyleaceae 고추나무科
S따r.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OrderRl때nnales 갈매나·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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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없피ly Rhamnaceae 갈매나무科

Rhamnus davurica Pall. 갈매나무
F없파y 찌!aceae 포도科

Amp려。ps.싫 be않mpbylla S.

et Z. 개머루

P킹tbenocissus tricuspidata (S.
찌따 amurens성 Rupr.

ord앉뼈lv:외.es

et Z.) P1anch. 담챙이덩굴

왕머루

야욱텀

S따p떠er 뼈뼈neae 아욱亞팀

F와빼 T피aceae 피나무科
피떠

amurensis Rupr. 피나무

T. rufaN라cai. 털피나무
F때ilySt않패a없e 벽오통科

Corcboropsis tomentosa Cπmnb.) Makino 수까치깨
orderπlymeIaea1es 팔꽃니무텀

F빼ily Elaea맑aceae 보리수나무科
- 퍼laeagnus umbella없 깐mnb.

보리수니무

order Violales 제비꽃덤
Suborder F1a∞따폐leae 이나무亞 담

Family Vio1aceae 제비꽃科
1건'oJa acuminata Ledeb. 졸방제비꽃

v. 뼈manticaN짧i

금강제비꽃

V. dissec없 var. cbaeropbylloides (Regel) 뼈피no 남산제비꽃
V. keiskei Miq. 창털제비꽃
V. mandsburica W. Becker 제비꽃
V. orien떼isW. Becker 노랑체비꽃
V. rossil Hemsl. 고깔제비꽃
V. sel때kii.Pursh 봐제비꽃
V. variegata F싫ch. 알록제비꽃
1끼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V. yedoensis 뼈따10 호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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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Myrtales 도금양텀
Subo:떠er 뼈tineae 도금양亞텀
F때illy Onagraceae 바늘꽃科

Circaea cordata Royle 죄털이슬
Oenothera biennis L. 겹달맞이꽃
Order Umbe뻐les 산형화텀
F빼y 꾀an횡aceae 박쥐나무科

A1angium pla때1ψi]ium var. macropb찌um (S. et Z.) Wanger. 박쥐나무
F없피y Comaceae 충충나무科

Comusconσover.sa Hems1. 충충나무

F없illy Ar해aα~e 두릅니·무科

Acanthopanax chilsanensis N:없i 지리오갈피
A. sessiliflorus (Rupr. et 뼈x.) Seem. 오갈피
Aralia con띠lentalis Kitagawa 독활

A. elata Seem. 두릅나무
Kalopanax piCtus CπlUnb.) Nakai 음나무

Family Umbelliferae 산형科
Angelica decursiva (Miq.) Fr. et Sav. 바디니물

A. polymorpba 뼈x. 궁궁이

Heracleum moellendorffli Hance 어수리
Oenanthe jav.때'ca (B1.) DC. 미나리
Ostericum melano뻐19ia (H.D. Boiss.) Ki없gawa 큰참나물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기름나물
Pimpinella bramycarpa (Kom.) N:하æi
S없lÍcula cbinensis Bunge 참반디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

su벼잃sSympe때ae 합판화亞鋼

order Erica1es

진달래 텀

F따피ly 합rolaceae 노루벌科

Cbimapbila japonica. Miq. 매화노루발

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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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πola japonica Kl enze 노루발

F없lily Ericaα!ae 진달래科

Rh 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 sch1ippenbachii 뼈효. 철쭉
R. yedoensevar. poukhanense (Lév.)

N삶ai 산철쭉

얘ccωium koreanum N앙cai 산앵도나무

OrderPrim띠a1es

앵초텀

F와빼y Prim버aceae 앵초科

Lysimachia c1ethroides Duby 큰까치수영
Order 많않a1es 감나무텀
Suborder 많않aneae 캄나무亞 텀

F찌피lyE벼1aCeae 감나무科

Diospyros lotus L. 고용나무
Fan파yS따acaceae 때죽나무科

Styrax obassia S. et Z. 쪽동백나무

Family Symplocaceae

노련채나무科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Nak.) Ohwi

노린재나무

OrderOl，없les 물푸레나무텀
F때ilyOl，얹ceae 물푸례나무科
Fra때JUS rhynchophylla 많nce 물푸레나무
Ligustrum obtusiIolium S. et Z.

쥐똥나무

Order Gur피뻐a1es 용담텀
F때ilyG얹없naα경e 용담科
Genti외Ja scabrav:앙•

buergeri (Miq.) Max. 용담

G. 워ua.tTosa Ledeb. 구슬붕이
F때ily Asclepiadaceae 박주가리科

Cynanchum atratum Bunge 백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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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niculatum Kitagawa 산해박

Metaplexis japonica Cπmnb.) 뼈싫no 박주가리
OrderRub없les 욕두서니 텀
F없úly Rub설.ceae 욕두서니科
G리ium kinuta N:삶ai et Hara 민퉁갈쾌

G. pogonanthum Fr. et‘ Sav. 산갈퀴

G. spurium L. 갈퀴덩굴
G. verum var. asiaticum N:없i 솔나물
Rubiaa없neNakai 목두서니

R. chinensis var. glabrescens Kitagawa 큰꼭두서 니

order Tubiflorn1es 통화식물텀
Suborder Convolvulineae 메꽃亞텀
F뼈ily Convolvulaceae 메꽃科

Calystegia japonica (Thunb.) α10싫. 메꽃
F때úly Bo~맹찍없e 지치科

Trigono다's peduncul뼈 Benth. 꽃마리

S삐I뼈 V얹뼈파1eae 마편초亞目
F빼yVer.뼈aceae lif면초科

C와liaupa japonica πmnb. 작살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 Thunb. 누리장나무
F없úly Lab없e 꿀풀科

A쩔stache rugosa (F싫1. etMeyer) O. Kuntze 배초향

Ajuga ψectab.파sNakai 자란초
Clinopodium chinensevar. parvif10rum (Kudo) H없 충층이꽃
1능。don inflexus C암mnb.) Kud。 산박하

I. japonicus (Burm.) H없 방아풀
Lamium amplexica미éL.

광대나물

Leonurus macr.mthus Max. 송장풀

L. sibiricus L. 익모초
Mee따DÍaU1쉰cifolia (Miq.) Makino 벌깨덩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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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la dianthera Max. 쥐깨풀
Prunella VUJ쩔risvar. Inacina N삶ai
Scutellaria pekinensis var.

꿀풀

없nsitraH앙a 산골무꽃

Stachys riederi var. japonica Miq. 석잠풀
Subo떠er Solar파leae 가지亞目

F없illy SoJanaceae 가지科

Scopolia japonica Max. 미치광이풀
Solanumni뺑mlL.

까마중

Family 앓'Oph띠왜aceae

현삼科

Mχus pumilus (Burm. , f.) Van Steenis 주름잎

Melampyrum roseum~. 꽃며느리밥풀
Phtheirospennum japonicum (앙mnb.) 없nitz 나도송이풀
Vero.띠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V: polita var. Inacina (H없)Y:때1azaki 개불알풀
Veroni，α밟um

sibiricum (1.) Pennell

냉초

Subo떠er Phrymineae 파리풀亞 텀

F빼lyPhrymaα~e 파리풀科

Phryma leptos없chya var. asiatica Hara 파리풀

‘

order PIanta형nales 질청이 目
Far미lyP1an뺑naceae 찰청이科

PJantago asiatica L. 질경 이
OrderDip잃.ca1es 산토꺼꽃팀
F때피y Caprifolia없e 언통科

Lonicera japonica 맏mnb.

L.

maa때iMax.

인통

괴불나무

L. praef10rens Batal. 올괴불나무
Sambucus sieboldiana v앙• miquelii (N:삶.)H없 지 령쿠나무
Vibumum carl，떼 Hems1. 분꽃나무
l끼 dilata따n πmnb. 가막살나무
We.땅ela subsess파s L. H. Bailey 병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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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때퍼y v，:외려없aceae 마타리科

Patrinia scabiosaefolia Fisch. 마타리
P. villosa ('πlUnb.) ]uss. 뚝갈
order Qunpan버외.es 초롱꽃텀
F때빼r Cam행n비aceae 초롱熱}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많ra 잔대
Campan uJa punc없ta Lam.

초롱꽃

Codonopsis lanceolata (S. et Z.) Trautv. 더덕
Platycodon grand떠órum Ùacq.) A. DC. 도라지
F따피ly Comφsitae 국화科

Achillea sibirica Ledeb.
Ainsliaea

톱풀

acerifolia Sch. -Bip. 단풍취

Ambrosia artemisilfolia v;따• ela다'or Descourtils 돼지풀
Arte.뼈;ía iwayomogí Kitamura 더위지기

A. japonica Thunb. 제비쑥
A. keískea떠 Miq. 맑은대쑥
A. montana Pampan. 산쑥
A. prinoφ'sv;앙• oríentalís (Pampan.) H때 쑥
A. stolonífera (Max.) Kom. 넓은잎외 잎쑥
까실쑥부쟁이

Aster ageratoídes Turcz.

A. híspídus Thunb. 갯쑥부쟁이
A. ínCÍsus Fisch. 가새쑥부쟁이
A. scaber Thunb. 참취

Atractylodes japonica Koidz. 삽주
BídensbψiÍflna없 L.

도깨비바늘

B.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Carduus αψusL.

지느러미영정퀴

Chrysanthemum bon때e 뼈때]。

산국

C. za.αradskli var. la떠'obum Kitamura 구절초
떠"Siumjapoω'cum var.

ussuríense Kitamura 영정퀴

Erechtites híeracífolia Raf.

붉은서나물

Erígeron 때nuus (L.) Pers. 개망초

E. canadensís L. 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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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atorium cmnense var. simpli잖빼m Kitamura 등골나물
Gnaphalium 뼈'neD. Don 떡쑥
Hemistepta lyrata Bunge 지청개
Híeradum umbellatum L. 조밥나물
In:버'ab.뼈:nn.ica var. chinens성 Regl라 금불초

Ixeris dentata Cπlunb.) Nakai 씀바뀌

1. polyo걷phala Cass. 벌씀바귀
La ctuca indica var. laciniata (0. Kuntze) Hara 왕고들빼기
Leibnitzia an킹1Clria (1.) Nakai 솜나물
PiIαis hieracioides var. g Jabrescens Ohwi 쇠서나물

5aussureap띠'cheIla Fisch.

각시취

5iegesbe때 앙'abreso앙15M빼0 잔득찰
501
에
t}jc
떠없'gos
않
eroti’i
떠
r

S ψgcθ
←au
따
lIe
얹
ava
았f. asia디'caN따왜ca
었i 미 역취

5yneilesis p aJmata (πlunb.) Max. 우산나물
5ynurus d e1toides (Ait.) Nakai 수리취

Taraxaoum o{fi，띠1띠eWeber 서 양민들레
Youngía japonica (1.) DC. 뽀리뱅이

y.

sonchifolia Max. 고들빼기

cbss Monocotyledonae
order 돼퍼.orae

단자엽식물網

팩합텀

Suborder Liliineae 빽합亞 덤
F때lily 퍼싫없e 빽협科

Asparagus schoberioid않 Kunth 비짜루

Convallaria keiskei Miq. 은방울꽃
Disporum sessile D. Don 윤판나물
D.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Hemerocallis dumo.πle펴110IT. 각시원추리
Hosta longípes (Fr. et Sav.) Matsumura 비비추
피1ium amabile Palibin 털중나리
L.leich빼fv:따'.

tigrinum Nicho1s. 중나리

L. tigrinum Ker-Gawl 참나리
L.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Pm효 veπicillata Bieb.

삿갓나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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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gonatum falcatum A. Gray
P.hun피'eF싫ch.

진황정

각시퉁굴레

P. odoratum var. pluriflorum Ohwi . 퉁굴레
풀솜대

Smilacina japoníca A. Gray
Smilaxc뼈Ja L.
S.np.킹ia var.

청미래덩굴

ussuriensis Hara et T. Koyama

밀나물

S. sieboldii var. inennis Nak. 민청가시덩굴
Vera따m maackii var.

japonícum T. Shimizu 여로

F때ily DiI않∞R겼.ceae 마科

Dioscorea batatas Decne.

마

D. níppo띠'caMakino 부채마

Suborder Iri버neae

붓꽃亞 텀

F없lily Iridaceae 붓꽃科
Iris nertsc퍼JSkiaLodd.

붓꽃

1. rossii Bak. 각시붓꽃

order Jtinca1es 콜풀팀
F없nily Juncaceae 골풀科
Juncuse뻐sus var.

decipiens Buchen.

골풀

Luzula capita없 (Miq.) Miq. 핑의밥
order Comme파1aI.es 닭의장풀텀
Sψorder Comme:뼈ineae 닭의장풀亞 텀
F없liψ Commelinaceae 닭의장풀科

Commelina communis L. 닭의창풀
order Graminales 화본텀
F뼈llyGrar따leae 화본科

Agropyron 띠iare (Trin.) Fr.
A.ts뼈usmense var.

속털재밀

transiens (Hack.) Ohwi

개밀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묵새풀
Arun따lelb. 파taC맘lUnb.) T:때a없 새

Bromusjap。피cus Thunb.

참새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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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amagrostis 없m예Jacea (L.) Roth

실새풀

C.langsdOI짧i (Iink.) Trin. 산새풀
goerin찔i (Steud.) 많nd.-Mazz.

Cymbopogon tortilis var.
Dacty.파 g10merata L.

개솔새

오리새

Digi，때ias，와19uin리is (1.) Scop.

바랭이

Ec뻐Jochloa crus-g값li (1.) Beauv.

돌피

Eleusine indica (1.) Gaeπner 왕바랭이
Eragros디's ferru‘양lea CπlUnb.) P. Beauv. 그령

Eriochloa v:피'osa (맘lUnb.) Kunth 나도개피

Festuca arundiacea Schreb. 큰김의털
F.ovinaL. 김의털
Melica onoei Fr. 쌀새
Miscantbus sinensi's Anderss.

참억새

Oplismenus und띠a뼈따 (Ard.) Roem. et Sch띠t. 주름조개풀
Pasp.띠UnJ tbunbel행iKunth 참새피

Penn성etum a1opecuroid않 (L.) Spreng 수크령

Poa hísauchii Honda 구내풀
P. sphondylod않 Trin. 포아풀

P. tri띠왜sL. 큰새포이풀
Se때없

가을강아지풀

faberii. Herrmann.

S. virid싫 (1.) Beauv. 강아지풀
Sp떠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Themeda 뼈ndra var. japonica 뼈뼈o 솔새
ÌiSetum bilìdunJ

(Thunb.) Ohwi 잠자리피

order Spathiflorae 천남성 目
F없피y Araα~e 천남성科
m효:aemaam따ense var.

amurense 뼈X. 풍근잎천남성

A. amurense var. serra따nNak외 천남성
A. angusta따nv:따• peninsulae N:없i 점박이천남성
Pinellia temata (Thunb.) Breit. 반하
order 이P얹a1es 사초텀
F때ily 이peraceae 사초科

Carex bostzychosti.웰a 뼈X. 길묵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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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ibba W;때1， 나도별사초
C, japonica Thunb, 개찌버리사초
C, lanceolata Bo。다 그늘사초

C, nez.wα:arpa 뼈X， 팽이사초

C

피'derosticta 많nce 대사초

Cyperus amuricus 뼈X，
C, difIormis L,

방동사니

알방통사니

C. microiria Steud, 금방통사니
OrderMicrc빼얹nae 미총자텀
Farr피y Or낭1idaceae 난초科
C걷P따Ianthera

erecta (πmnb.) Bl, 은난초

C, lon횡'bracteata Bl. 은대난초
Iip.밍is kumokirii F, Mae없.wa 옥잠난초
Platanthera metabiiolia F, Maekawa 제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