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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presentstudyfoundthattherewere46taxaofpteridophyteinthe

Seopseom,JejuIslandincludingeightfamilies,23genuses,45species,and

onevariety.Thefindingsindicatedthattherearefourfamilies,fivegenuses

andtenspecieswhichhavenotbeenresearchedinthepreviousliterature.

These newly found ferneries are as followed Dryopteris caudipinna,

Cyrtomium devexiscapulae,Dicranopteris pedatum,Selaginella involvens,

Deparia petersenii, Colysis wrightii, Dryopteris bissetiana, Dryopteris

sacrosancta,Dryteriserythrosorafor.viridisora,Dryopterisnipponensis.

TheseresultsfoundinSeopseom areaprovideevidencethat currentstudies

to ferneries are actively being researched.In 2003,Lee,etal.named

Dryopteriscaudipinnaaftertheirfirstfinding and Lee,etal.also found

unspecifiedfern,Depariapetersenii,inthestudyofDonnekovalley,which

contributed to finding a species to an existing research.Some ofthese

findingsmaynotcompletelybenew becauseitwasassumedthattheseven

species, including, Dicranopteris pedatum, Cyrtomium devexiscapulae,

Dryopteris nipponensis,Selaginella involvens,Colysis wrightii,Dryopteris

bissetiana,Dryopterissacrosancta,hadbeeninhabitedpriortothispresent

study.

Seopseom hasadistinctivecharacter,whichisabaseofauniqueKorean

nativeorange,Citrustachibana,whichhasthesmallestleavesamongnative

oranges.Seopseom providescomfortable climateforferneries becausethe

habitationofferneriesintheupperareaofSeopseom providesanadequate

levelofshadow thatresultsincomfortableshelterforCastanopsissieboldii,

Daphniphyllum teijsmanni,andElaeocarpussylvestrisvar.ellipticusn.

AsseeninTable4,Seopseom has46species,including,aladyfernfamily

Aspidiaceae (39.1%), Polypodiaceae(17.4%), Aspleniaceae(8.7%),

Dennstaedtiaceae, Pteridaceae, and Woodsiaceae 6.5%, respectively and

Selaginellaceae(4.3%),Psilotaceae,Schizaeaceae,Gleicheniaceae,Lindsaeaceae,

andParkeriaceae2.2%,accordingly

In particular,Seopseom receives academic attentions in thatitis the

northesthabitualareaforAsplenium antiquum,Aspleniaceaefamilyandits

uniquenesswasdesignatedasthe18thofpreciousnaturaltreasure, in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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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1962.Asplenium antiquum,ferneries,hasbeeninhabitedinTaiwanand

JapanareaandthisnewlyfoundAsplenium antiquum Seopseom isregardedto

berestored

The ministry of forestry recently made an announcement that this

Asplenium antiquum becameextinct,whichshouldbecorrected.Therefore,

thereshouldbecontinuousresearchintermsofAsplenium antiquum through

comparison ofthatofTaiwan and Japan.Thispresentstudy found that

Asplenium antiquum isinarelativelyhealthycondition.Kang(2006)found

thatthere were three baby population,which is considered as a spore

breedingofAsplenium antiquum,inhabitedinthecliffbelow Lemmaphyllum

microphyllum andArachniodesaristata.Thisbabypopulationisinagood

conditionandhasincreasedyearly.InApril,2009,itisfoundthatthereare

13baby populationsAsplenium antiquum growing underthecliffandleaf

mold.Itis foreseen thatthe growth willbe continuous with free of

interruptionanditissuggestedthatthereneedstobecontinuousresearch

thatexaminesitsoriginandcomparisonofthepopulationbetweenforeign

countries.

In themeantime,thispresentstudy didnotfindsomeferneries,which

werefoundinthestudyofSamdoAsplenium antiquum autogenesisofJeju

academyreports,in2006.

Among wild ferneries,Psilotum nudum,Asplenium antiquum,Crypsinus

hastatus,Diplazium hachijoense isa rarespecies.Even though Psilotum

nudum and Crypsinus hastatus have some poor living condition,it is

consideredthattheywouldbeabletoreturntohealthwildstatuswithfree

ofinterruption

Therefore,itisimportanttonotethatSeopseom hasshownasuperior

competitivestatusin geographicalbotany.Itisalsosuggested thatthere

needstobecontinuousresearchtomanageandmaintainthefern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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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언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치식물에 한 부분 인 기 연구는 서구학자와 일본인

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특히 랑스인 Faurie와 Taquet신부는 제주 양치식물

을 채집하여 유럽의 식물학자들에게 연구 자료로 제공하여,Christ에 의해 애기

좀고사리Asplenium anogrammoidesH.Christ(1908),큰처녀고사리 Drypopteris

quelartesisH.Christ(1910),제주암고사리 Diplazium taquetiiC.Chr.(1911)등

이 발표되었다(Park,1961,1975).

일본의 Nakai(1914)는 제주양치식물 목록을 발표하여 각 분류군의 최 기재

문헌명과 이명,종간 검색표,세계 분포상을 기술하고,확증표본 인용을 통해 간

략한 자생지와 채집 장소 등을 밝혔다.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부분 Taquet와

Faurie의 표본으로 과거 1911년 연구에 인용한 표본을 재검토하고 Nakai가 직

채집한 표본까지 총 618 이 인용되었고,제주양치식물은 12과 38속 138종 6변종

으로 총 144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혔다.Nakai(1914)의 연구는 제주 양치

식물상에 근간이 되어 재 밝 진 제주양치식물의 부분을 이 문헌 등을 바탕

으로 문(2007)은 28과 59속 158종 4변종 총 162분류군에 이르는 양치식물을 발표

하 다.제주도 체의 양치식물 연구는 최근까지 이 지고 있으나 제주의 특정

지역이나 섬지역의 양치식물에 한 연구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따라서 본 연구

는 무인도인 섶섬의 양치식물상에 해 논의하여 특정지역의 기 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섶섬은 서귀포시 보목동 남쪽 450m 해상에 치한 무인도로 행정구역상 소재

지는 보목동 산 1번지이며 삼도(森島),신도(新島),설피섬 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서귀포시,1999)서쪽에 문섬,범섬(虎島),새섬이 있고,동쪽에 지귀도(地歸島)가

있다.형태는 동서길이 650m,남북길이 430m로 긴 타원형으로 면 은 142.612㎡

이며,육상은 최고 해발 155.4m로 경사가 하고 섬 주 는 높이 50m의 깎아

지른 듯 한 주상 리(柱狀節理)가 형성되어 있다(강,2004).

섶섬은 국내 유일의 일엽(Asplenium antiquum Makino)자생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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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엽이 자연 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의 한계선으로 식물지리학상 요한

지 으로 보존되어 그 희귀성과 학술 인 가치가 있어 1962년 12월 3일 천연기

념물 제1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일엽은 숲속의 바 틈에서 자라는 풀로

만,일본 우리나라 등에 분포하며,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섶섬에서 북한

계로 자라고 있다. 일엽은 꼬리고사리과(Aspleniaceae)에 속하는 상록성 양

치식물이며 잎은 하나로 사방으로 비스듬히 퍼져서 1m내외로 자란다. 일엽

은 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성으로 인하여 지에서 자라던 것이

부 사라졌으나 다시 복원한 것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문화체육부 문화재

리국,1993).

한 섶섬은 범섬과 문섬을 포함한 주변 해역 13.7㎢를 자연환경보 법에 의거

2002년 11월 해양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 다.이로써 육상과 해양에 이르기까

지 생물종다양성이 인정되어 그 가치가 무한하다(해양수산부,2002).

섶섬의 지형은 연분홍 색깔을 띠는 화산암인 조면암질 용암의 발달과 련이

깊다.남부지질구조선 상에서 추 가능한 조면암의 기생화산체인 용암돔(lava

dome)들은 산방산을 비롯하여 각수바 ,범섬,문섬,섶섬,제지기오름 망

에서 확인된다.산방산 조면암은 과거 연 측정 결과 약 80만년 에 형성된 용

암으로 알려져 있다(강,2004).

옛 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 도서에 한 표기는

⌜森島 高險人迹不通 衣脫島 斗落島 凡島 己上島俱在洪爐縣⌟ 즉 섶섬(삼도)은

높고 험하여 사람이 다닐 수가 없으며,의탈도(문섬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두

락도(문섬),범도(범섬)는 다 홍로 아래에 있다.그리고 이원조 탐라지 본 (李

源祚 耽羅誌草本;1841)에 ⌜森島 石壁高險人跡難通 上多箭竹 今付本縣大同⌟ 즉

삼도(森島,섶섬)는 높고 험하여 사람이 왕래할 수 없으나 섬에 나무가 많아

죽용으로 사용한다.그리고 제주도 제주 정 정의읍지(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

誌,1890)에 ⌜森島 在縣西海中 十五里許⌟ 즉 정의 도서(島嶼)삼도(섶섬)는

서쪽 바다 15리에 있다.그리고 남만리편 탐라지(南萬里編 耽羅誌,1900)에 ⌜

森島 石壁多箭竹 今付本縣大同⌟ 즉 삼도(森島,섶섬)는 높고 험하여 사람이 왕

래할 수 없으나 섬에 나무가 많아 죽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언 하고 있다.

섶섬은 최고 155.4m의 우리가 있어 인근에 치하고 있는 범섬과 문섬이 해



- 3 -

발 79m와 73m인 것과 비교하면 상 으로 높고 뾰족한 우리를 갖고 있는

매우 험한 지형을 보여주는 섬이며,섬 주변은 수직 벽이 발달되어 50°이상의

경사의 지형이다.기후가 온난하고 비가 많고 높은 벽과 바다 해풍의 향으

로 특이한 양치식물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무인도의 양치식물상 만을

상으로 조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무인도 실태조사에서는 인근 문섬,범섬 등의 학술조사(서귀포시,

2005)와 삼도 일엽자생지 학술조사시에도 속식물상을 조사하며 부분 으로

양치식물을 같이 조사 했다(서귀포시,2006).아직까지 특정지역인 섶섬에 자생하

는 양치식물만을 상으로 정 조사한 바가 없어 양치식물의 서식 실태를 정확

히 악하지 못하고 있다.인근 문섬이나 범섬과 비슷한 치에 있으면서도 섶섬

에 일엽이 자생하는 등 양치식물이 보고로 알려지고 있다.한정된 지역에 많

은 양치식물이 서식하고 일엽의 북한계로서 식물지리학상 요한 가치가

있다.따라서 섶섬에 서식하는 양치식물상을 조사하여 양치식물의 보존 연구

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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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 구 사

우리나라 양치식물 연구는 속식물상의 일부로 랑스 등 서구 사람들에 의

해 시작되고 일본인을 거쳐 국내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1906년 랑스인 Faurie와 Taquet신부는 제주의 양치식물을 채집하여 유

럽학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 다(Park,1975).그리고 1910년 Taquet신부는

한라산에서 채집한 표본을 스 스의 양치식물연구자인 Christ에 의해서

DryopterisquelpartensisH.Christ(큰쳐녀고사리)을 신종으로 발표하 다. 한

1911년에는 일본인 Nakai가 한국의 양치식물상을 11과 37속 125종 8변종 1품종

134분류군으로 기재하 으며 그 104분류군이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기

록되고 있다.이것이 부분 이긴 하나 제주의 양치식물상에 한 최 의 종합

인 기록으로 한라산, 실,서귀포 동ㆍ서홍동(홍노), 문,법환,보목,효돈 등지

에서 채집된 것들이다.그 후 Nakai이는 1913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물조사

탁이 되어 우리나라 역의 식물을 조사하여,1914년 12과 38속 138종 6변종 144

분류군의 제주양치 식물목록을 발표하 다.이 연구는 당시 제주 양치식물상을

종합 으로 다루었다고 평가되며,각 분류군의 최 기재 문헌과 이명 종간 검색

표 세계분포상을 기술하고 확증표본인용을 통해 간략한 자생지와 채집장소 등을

밝히고 있다.

1928년 일본인 Mori는 제주도 소산식물 분포라는 논문에서 제주도의 양치식물

12과 38속 140종 6변종을 보고했다(Mori.1922).

1941년 라남도교육회는 라남도 식물지를 발행하며 제주도를 행정구역상

라남도에 포함시켜 여기에 양치식물을 14과 49속 149종 12변종을 기록했다

( 라남도 교육회,1941).

1949년 박만규는 우리나라 식물명감에 양치식물을 기록하면서 학명,한국명,

한자명,일본명을 조시키며 분포지를 밝혔다(박,1949).1957년 이덕 은 제주

도 속식물상연구의 일부분으로 양치식물을 총 155분류군을 기록했다(이,1957).

1961년에는 한국 양치식물지에 양치식물 23과 68속 243종 34변종 4품종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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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산지와 분포지를 밝히며,각종에 한 기재문과 검색표를 만들었다(박,

1961). 한 1968년 한라산 홍도학술조사보고서에서 제주도의 양치식물 200

분류군의 목록을 기록했다(박,1968).박은 1975년 문교부발행 한국의 동식물도감

제 16권 식물편(양치식물)에 한국양치식물 23과 71속 240종 28변종 4품종 총 272

분류군을 발표하고 도감을 발간했고,여기에 제주도 분포 양치식물을 총 200분류

군을 기록했다(박,1975).

1992년 김은 제주도에 19과 64속 221종 8변종 229분류군의 양치식물 분포를 밝

혔다(김,1992).2002년에는 선흘곶자왈지 에서 국내 양치식물 최 로 신속 ·

신종인 제주고사리삼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Sun,2002).

한편 2001년 양 등은 한국양치식물연구회지 창간호에 제주에 서식하는 한국미

기록 양치식물 5종 제주십자고사리,세뿔우단일엽,창일엽(신칭),큰우단일엽(신

칭),방망이일엽 (신칭)를 시작으로 미기록 종들을 발표했다. 한 2001년 박 등

에 의해 제주에만 자생하는 탐라별고사리가 발표 고.2002년 김 등에 의해 미기

록종인 꼬리족제비고사리,깃돌잔고사리,큰개 이 발표 고,그리고 이 등은

큰톱지네고사리,탐라진고사리,산쇠고비를 미기록 제주도 양치식물로 발표했고,

2003년 이 등은 섶섬에서 가는홍지네고사리를 발견해 발표했으며,2003년 문 등

에 의해 검은별고사리,계곡고사리 등 한국 미기록 양치식물을 발표했다.그리고

2006년 강은 한국양치식물연구회지 제11권에 섶섬의 양치식물상를 7과 21속 37

종 1변종 총 38분류군을 발표하 다.2006년 문은 한라산에서 613 의 양치식물

을 채집하여 표본을 인용,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양치식물 15과 35속 83분류군을

발표했다.2007년 문은 제주도 속식물상에 나타난 양치식물목록을 정리하여 30

과 67속 241종 4변종 245분류군을 기록했고,이 제주도의 양치식물상을 총 28

과 59속 158종 4변종 162분류군이 분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2005년 한국양치식물연구회는 ‘한국양치식물도감’을 발행하며 1,200여 장

의 컬러사진과 28과 64속 331종의 검색표와 용어도해를 수록 우리나라에 자생된

다고 추정하는 350여 종의 양치식물 가운데 331종을 생태 특징에 해 설명하

고 있다. 한 한 종마다 자생지 사진과 포자낭군,엽신,새순 등으로 나 어 구

성하 으며,각 과마다 속 종 검색표를 삽입하여 비슷한 양치식물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편집하 다. 한 어려운 양치식물 용어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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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쉽도록 했다.솔잎난부터 시작해서 큰물개구리밥에 이르기까지 400페이지

에 걸친 양치식물을 수록했다(한국양치식물연구회,2005).이 도감에서는 양치식

물의 각 종마다 제주의 자생 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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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조사지역 방법

1.조사지역

본 조사지역인 섶섬(33°13́34"N 126°36́04"E)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

목동 남쪽 450m 해상에 치한 무인도로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보목동 산 1번지

이며 삼도(森島),신도(新島),설피섬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서귀포시,1999).서귀

포항에서 남동쪽으로 3㎞ 거리에 있으며,서쪽에 새섬,문섬,범섬이 있고,동쪽

에 지귀도가 있다(Fig.1).섶섬의 형태는 동서길이 630m,남북길이 380m로 긴

타원형으로 면 은 142.612㎡이며,육상은 최고 해발 155.4m로 경사가 하고

섬 주 는 높이 50m의 깎아지른 듯 한 주상 리(柱狀節理)가 형성되어 있다(강,

2004).

섶섬의 상층부에는 상록 교목층이 군락을 형성하며 자라고 있으며,이 구실

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Makino) Hatus.,좀굴거리나무Daphniphyllum

teijsmanni Zoll. ex Kurz, 담팔수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n

(Thunb.)Hara등의 상록활엽수가 섬 상층부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하부식생

은 양치류등이 다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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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eopseom Island.

Fig.2. AcontourlineofSeopseom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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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2006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조사지에 해 출 하

는 양치식물 모든 종에 하여 기록정리하고, 지 조사시에 동정이 불가능한 종

은 사진으로 촬 하여 동정하는 한편 국립수목원 생물표본 에 확보된 표본과

비교하며 동정하 다.섶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해양생태보 지역인 계로

채집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진으로 동정하 다.

분류 동정은 이창복의 한식물 도감(1980)과 조사지에 출 하는 양치식물들

은 Iwatsuki(1992), Iwatsukietal.(1995) 박만규(1975)에 따라 동정하 으

며,그리고 국립수목원 국가식물표 목록(국립수목원,2007)에 따라 정리하고,한

국양치식물도감(한국양치식물연구회,2005)의 체계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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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제주도의 양치식물

2006년에 조사된 제주도의 속식물상은 양치식물 20과 67속 227종 24변종 총

251분류군을 포함하여 161과 763속 1767종 4아종 387변종 88품종 총 2256분류

군의 기록(김,2006)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1).지 까지 제주도의 양치식물

기록을 보면 1911년 104분류군(Nakai,1911),1914년 12과 38속 138종 6변종 144

분류군(Nakai,1911),1928년 12과 38속 140종 6변종(Mori.1922),1941년 14과 49

속 149종 12변종( 라남도 교육회,1941),1957년 제주도 속식물상 일부분의 양

치식물 총 155분류군(이,1957),1975년 한국양치물 총 272분류군 제주도 분포

양치식물을 총 200분류군(박,1975),1992년 19과 64속 221종 8변종 229분류군

(김,1992),2007년 문은 양치식물 목록 30과 67속 241종 4변종 245분류군을 정리

하여 이 확인 된 총 28과 59속 158종 4변종 162분류군(문,2007)이 각각 제주

지역의 양치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다양한 기후 요소로 많은 양치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며,실

체를 확인하지 못한 분류군의 악 분류학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문,

2007).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부속도서의 유무인도 양치식물의 한

지속 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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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TracheophyteFloraofJejuIsland.

Tracheophyte Family Genus Species Subspecies Variety Forma Total

Pteridophyte 20 67 227 24 251

Gymnosperm 3 4 7 1 3 11

Angiosperm 138 692 1533 4 362 85 1994

Monocotyledon 23 186 422 87 24 533

Dicotyledon 115 506 1111 4 275 61 1461

Total 161 763 1767 4 387 8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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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섶섬의 양치식물

2006년 서귀포시 섶섬 식물상 조사시 이곳에 출 한 속식물상은 71과 137속

169분류군으로 종의 구성비율을 보면,양치류가 16%,나자식물이 1% 화식물이

83%를 차지했고, 화식물 에도 자엽식물이 69%를 차지했다(서귀포시,

2006).2006년 서귀포시 조사에서 보목동 앞바다에 치한 섶섬(33°13́34"N

126°36́04"E)에 출 하는 속식물상 에 확인할 수 없는 종려Trachycarpus

excelsaWendl와 자생지가 확인되지 않은 나도풍란Aeridesjaponicum Reichb.fil등을

제외하여 71과 137속 169분류군의 목록을 재작성 하 다(Appendix1).이 조사에

서 지 확인된 양치식물은 6과 17속 28종 1변종 29분류군이며(Table2)문헌기

록을 포함하면 36분류군이 조사 다(서귀포시,2006).

Table2.TracheophyteFloraofSeopseom Island,Jeju.

Tracheophyte Family Genus Species Variety Forma Total

Pteridophyte 6 17 28 1 29

Gymnosperm 1 1 1 1

Angiosperm 64 119 139 139

Monocotyledon 8 20 21 3 24

Dicotyledon 56 99 101 13 1 115

Total 71 137 158 17 1 169

2006년 강은 문헌과 지조사를 통해 섶섬의 양치식물상을 7과 21속 37종 1변

종 총 38분류군으로 발표했으나,본 조사에서 섶섬의 양치식물은 8과 23속 45종

1변종 총 46분류군을 확인했다(Table3).

이번 연구에서 섶섬에서 처음으로 확인 된 양치식물은 가는홍지네고사리

Dryopteris caudipinna Nakai,긴잎도깨비쇠고비Cyrtomium devexiscapulae 

(Koidz) Ching,발풀고사리Dicranopteris pedatum (Houtt.) Nakaike,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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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PteridophyteFloraofSeopseom Island,Jeju.

Family Genus Species Variety Total

8 23 45 1 46

Selaginellainvolvens(Sw.)Spring,탐라진고사리Depariapetersenii(Kunze)

M.Kato,밤잎고사리Colysis wrightii(Hk.)Ching,산족제비고사리Dryopteris

bissetiana(Bak.)C.Chr.,애기족제비고사리DryopterissacrosanctaKoidz.,청지

네고사리Dryteriserythrosorafor.viridisora(NakaiexH.Ito)H.Ito,참지네고

사리DryopterisnipponensisKoidzumi등 4과 5속 10종이다.섶섬에 많이 나타

나는 양치식물은 돌토끼고사리Microlepiastrigosa(Thunb.)C.Presl,손고비

Colysis elliptica (Thunb.) Ching. 나도히 미Polystichum polyblepharum

(Roem.exKunze)Presl,가는쇠고사리Arachniodesaristata(G.Forst.)Tindale,

주름고사리Diplazium wichurae (Mett.) Diels,콩짜개덩굴Lemmaphyllumlum

microphyllum C.Presl,더부살이고사리Polystichum lepidocaulon (Hooker)J.

Smith등이었다.

섶섬에 자라는 특이한 상록수로는 홍귤CitrustachibanaTanaka이 있으며,섶

섬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래귤 홍귤의 자생지이며,재래귤 에서도 잎이 제일

작다(양,1992).그리고 섬의 상층부에는 상록 교목층이 군락을 형성하여 자라고

있으며,이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siebol(Makino)Hatustus,좀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teijsmanniZoll.exKurzus,담팔수Elaeocarpussylvestrisvar.

ellipticusn(Thunb.)Hara등의 상록활엽수가 상층부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삼

나무Cryptomeriajaponica(L.f.)D.Don는 외래식물로 인 으로 식재되어 있

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섶섬의 양치식물들은 섶섬의 특수한 지리 여건과 문

화재로서의 가치로 인해 근이 어려워 양치식물에 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

다.지 까지 섶섬에 양치식물들이 자생하면서도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본 조사에서 처음 발견되고 확인된 이유로는,근래들어 양치류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 한국미기록종이 속속 발견되는 이유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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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회,연구회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빠르게 되고 정보 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003년 이 등에 의해 섶섬에서 한국미기록종을 처음 발견한 후 동정을 통해

가는홍지네고사리로 새로 이름 붙 고, 이 등에 의해 돈네코 계곡에서 미기

록 탐라진고사리를 발견,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종이 추가 되었다, 섶섬에서

도 탐라진고사리가 추가 발견되고,청지네고사리는 홍지네고사리와 비슷하나 홍

지네고사리처럼 식물체가 홍색을 띠지 않고,포막도 회백색이 확인되어 새로운

이름이 부여 되었다.이제까지 섶섬의 속식물상을 조사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발풀고사리,긴잎도깨비쇠고비,참지네고사리,바 손,밤잎고사리,산족제비고사

리,애기족제비고사리 등 7분류군은 부터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번에 처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섶섬에 서식하는 희귀 양치식물로는 솔잎난 일엽 고란 섬잔고사리가 확

인되었다.솔잎난과 고란 의 경우 생육상태가 한정 이거나,빈약한 편이나 고

립된 공간에서 인간간섭만 배제된다면 자연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섶섬에 서식하는 양치류는 총 46분류군 각 과별 분류군 분포를 보면 면마

과(39.1%),고란 과(17.4%),꼬리고사리과(8.7%),잔고사리과, 의꼬리과,우드

풀과가 각각 6.5%,부처손과(4.3%),솔잎난과,실고사리과,풀고사리과,비고사리

과,공작고사리과가 각각 2.2% 순으로 나타났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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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Theabridedlistofpteridophytesreportedfrom Seopseom,JejuIsland

Family Genus Species Variety Ratio(%)

Psilotaceae

Selaginellaceae

Schizaeaceae

Gleicheniaceae

Dennstaedtiaceae

Lindsaeaceae

Parkeriaceae

Pteridaceae

Aspleniaceae

Aspidiaceae

Woodsiaceae

Polypodiaceae

솔잎란과

부처손과

실고사리과

풀고사리과

잔고사리과

비고사리과

공작고사리과

의꼬리과

꼬리고사리과

면마과

우드풀과

고란 과

1

1

1

1

3

1

1

1

1

3

2

6

1

2

1

1

2

1

1

3

4

18

3

8

1

2.2

4.3

2.2

2.2

6.5

2.2

2.2

6.5

8.7

39.1

6.5

17.4

Total 12 22 45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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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섶섬은 국내 유일의 일엽(Asplenium antiquum Makino)자생지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일엽이 자연 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의 한계선이란

과 그 희귀성이 인정되고,학술 인 가치로 1962년 12월3일 천연기념물 제18호

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일엽은 숲속의 바 틈에서 자라는 풀로 만·일본

우리나라 등에 분포하며,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섶섬에서 자라고 있다.

일엽은 꼬리고사리과에 딸린 상록다년 이며 잎은 하나로 사방으로 비스듬히

퍼져서 1m내외로 자란다.제주도 남쪽의 섶섬에서 자라며 일본의 남부와 만에

분포하고, 일엽이 자연 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의 한계선이 되어 식물

지리학상 요한 지 으로서 보존되어 왔다. 일엽은 상 가치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희귀성으로 인하여 지에서 자라던 것이 부 사라졌으나 다시 심은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문화체육부 문화재 리국,1993).

최근 들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일엽을 야생에서 멸종된 식물로 발표하는

등 자생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 4지 에서 어린 일엽

13개체가 자연발아 하여 안정 인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섶섬의

일엽의 생육에 한 세 한 조사 연구와 만과 일본산과의 비교 검토가 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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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음 확인된 양치식물

발풀고사리 Dicranopterispedatum (Houtt.)Nakaike

근경은 길게 뻗으며 갈색이 털이 있다.엽병의 길이 20~60cm이며 딱딱하고 자갈

색의 윤채가 있다.인편은 없다.엽신 길이 15~40cm이고, 비 3~8cm.우편은 자

루가 없고 긴타원상 피침형이며 우상으로 심열한다.표면은 녹색이나 뒷면은 흰

색을 띤다.포자낭군은 륵과 가장자리의 간에 1 로 배열하며 포막은 없다.

Fig.3.ParkSH42774[Dicranopterispedatum (Houtt.)Naka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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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진고사리 Depariapetersenii(Kunze)M.Kato

근경은 짧고 으로 뻗고 끝에 인편이 생한다.인편은 선상피침형으로 길이

1cm, 비 2mm에 달하고 볏짚색이다.엽병의 길이 8~60cm.기부에 인편이 생

한다.엽신의 길이 10~50cm.2회 우상 열~심열이며,선상은 피침형~ 피침형,

장타원형 등 변이가 심하고 상부는 격히 좁아진다.우축과 엽맥에 털이 있고

축에 털 같은 인편과 다세포성털이 있다.우축과 엽맥에도 털이 있다.포자낭

군은 열편 륵과 가장자리 사이에 있으며 선상 장타원형에서 J형까지 있다.포

막은 편평하고,가장자리가 가늘게 갈라진다.

Fig.4.ParkSH51697[Deparia petersenii (Kunze) M.K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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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네고사리 DryopterisnipponensisKoidzumi

근경 짧고 굵으며,비스듬히 선다.엽병 길이 50cm 내외.갈색,흑갈색의 인편이

많이 붙고,잘 떨어지는 편이다.엽신 길이 70cm 내외.2회 우상 복엽으로, 란

형으로 상부가 히 좁아진다.최하우편의 하향 제1소우편이 길게 발달하며,우

축에는 주머니모양의 인편이 생하고,엽질은 종이질로 표면에 택이 있다.포

자낭군 소우편의 륵 가까이에 붙고,포막은 회백색이다.

Fig.5.ParkSH31015(DryopterisnipponensisKoidz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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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족제비고사리 DryopterissacrosanctaKoidzumi

근경은 짧고 비스듬히 서며 잎이 총생한다.엽병의 길이 40cm 내외.흑색의 택

이 나는 인편이 붙고,비교 숙존한다.엽신의 길이 50cm 내외.약간 오각상으

로 3회 우상 복엽이다.우측의 인편은 기부가 편평하다.포자낭군은 약간 가장자

리에 붙고 작은 편이다.

Fig.6.ParkSH70700(Dryopteri ssacrosancta Koidz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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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네고사리 Dryteriserythrosorafor.viridisora(NakaiexH.Ito)H.Ito

홍지네고사리와 비슷하나 홍지네고사리는 새잎이 나올 때 홍색을 띠지만 청지네

고사리는 식물체가 홍색을 띠지 않고 포막이 회백색으로 난타난다.

Fig.7.ParkSH51704[Dryteriserythrosorafor.viridisora(NakaiexH.Ito)

H.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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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홍지네고사리 DryopteriscaudipinnaNakai

근경 짧고 굵으며,비스듬히 선다.엽병 길이 40cm 내외.갈색,흑갈색의 인편이

많이 붙고,비교 오래 남는 편이다.엽신 길이 80cm 내외.2회 우상 복엽으로

장타원형이다.우축에는 주머니모양의 인편이 생하고,소우편은 선상 피침형~

선형으로 엽질은 종이질로 표면에 택이 있다.포자낭군 소우편의 륵 가까이

에 붙고,소형으로 약간 근해 붙는다.홍지네고사리와 아주 비슷한데,소우편의

폭이 좁고 긴 선형인 과 포자낭군이 소형으로 약간 빽빽하게 근하여 붙는

것이 다르다.

Fig.8.ParkSH70693(DryopteriscaudipinnaN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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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잎고사리 Colysiswrightii(Hk.)Ching

근경은 가늘고 으로 길게 뻗고,인편이 붙으며,잎이 드문드문 달린다.엽병의

길이 5~20cm로 날개가 있다.엽신 양엽은 길이 5~20cm,포자엽은 10~30cm.단

엽으로 피침형~선상 피침형이다.가장자리는 하거나 약간 주름지고, 부분

은 좁아져 엽병에 날개로 이어진다.주측맥은 잘 보이는 편이다.포자낭군은 길

이 1~2.5cm.선형으로 측맥과 나란히 붙는다.포막은 없다.

Fig.9.ParkSH30089[Colysiswrightii(Hk.)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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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족제비고사리 Dryopterisdryopterisbissetiana(Bak.)C.Chr.

근경은 짧고 비스듬히 서며,덩어리져 잎이 총생한다.엽병의 길이 40cm 내외.

기부에 은 갈색의 막질 인편이 생한다.엽신 길이 50cm 내외.난상 장타원형

이고,2회 우상천열~심열이며,우축에는 주머니모양의 인편이 생한다.소우편은

약간 뒤로 말리며,톱니가 없다.엽질은 두툼한 종이질이다.포자낭군은 약간

형이고 포막도 지름 1~1.2mm로 큰편이다.

Fig.10.ParkSH51686[Dryopterisdryopterisbissetiana(Bak.)C.Chr.]



- 25 -

바 손 Selaginellainvolvens(Sw.)Spring

기 지하경으로 한 개씩 나오며,총생하지 않는다. 기에 잎이 성 게 붙고 가

늘다. 양엽 2형으로 같은 형태가 2개씩 돌려나는데,복엽은 난형~넓은 난형이

며, 쪽으로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배엽은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륵이

뚜렷하다.포자엽 길이 1mm 내외.삼각상 난형으로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다.포

자낭수 지름 1mm 내외,길이 0.5~2.5cm.사각기둥모양으로 가지 끝에 1개씩 생

긴다.

긴잎도깨비쇠고비 Cyrtomium devexiscapulae(Koidz)Ching

근경 직립하며 덩어리진다.엽병 길이 30cm 내외.볏짚색으로 기부에 인편이

생한다.엽신 길이 80cm 내외.1회 우상 복엽이다.정우편이 확실하고,엽질은 엷

은 가죽질이며 표면에 택이 난다.우편은 가늘고 길며,기부가 기형이다.우

편 가장자리의 톱니는 깊이의 변화가 많고 선단부는 거의 톱니가 없다.포자낭군

잎 뒤에 흩어져 나고,포막은 체가 흑색으로 보이기도 한다.도깨비쇠고비와

비슷하지만 생육환경이 다르며,엽질이 보다 얇고 우편의 기부가 기모양으로

포막도 거의 흑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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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섶섬의 희귀 양치식물

솔잎난Psilotum nudum (L.)P.Beauv.

상록다년 로 제주도 일본 만 등에 분포한다.뿌리는 육질이고 짧게 2갈래로

갈라지며 촘촘하게 지상 기가 붙는다. 기 길이가 10~45cm 정도이며 가늘고

길게 2갈래씩 반복하여 갈라진다.가지에 능선이 있고 털이 없으며 단면은 삼각

형이다.피침형의 인편 같은 돌기가 가지의 능선 에 붙는다.포자낭군은 납작

한 구형으로 3실이며 지름 1~2mm이고 황색으로 익는다.환경부 야생 멸종 기

동식물 2 에 해당되는 식물로 제주지역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섶

섬에는 일엽자생지 정상부근 벽에 자라고 있다.

Fig.11.Psilotum nudum (L.)P.Be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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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엽Asplenium antiquum Makino

일엽은 꼬리고사리과의 상록성 양치식물로서 1929년 Makino에 의해 신종발

표되었으며,동아시아의 특산으로 일본의 Honshu일부지역,Shinkoku,Ryuku,

만 등에 분포한다(이우철,1996;Ohwi,1984).1949년 박 등에 의해 섶섬의 자

생지가 알려졌고,1952년 김 등은 벽 틈에서 일엽을 확인 한바 있으며,

일엽이 자연 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의 한계선이란 과 그 희귀성이

인정되고 학술 인 가치가 있어 1962년 12월3일 천연기념물 제18호로 지정·보호

되고 있다. 일엽이 자연 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의 한계선이 되어 식

물지리학상 요한 지 으로서 보존되어 왔다. 일엽은 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성으로 인하여 지에서 자라던 것이 부 사라졌으나 다시 심

은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문화체육부 문화재 리국,1993). 일엽을 복

원한 사례로는 1966년,1973년,1983년,1988년에 복원하 으나,이들 일부는 일

본에서 채집된 개체여서 기존에 자라던 개체를 제거하고 2002년 보목동 주민이

1960년 이 에 섶섬에서 채집,이식 재배하던 개체를 다시 재 복원하여 지 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09년 발간한 '한국 희귀식물 목록집'에 섶섬에서

자생하는 일엽을 국내 첫 야생멸종식물로 분류 다고 밝혔다.야생멸종식물

은 사람이 재배하거나 외국에 자라는 경우는 있지만 국내에 야생 상태로는 존재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국립수목원은 세계자연보 연맹(IUCN)의 기 에 따라 분

류했다.IUCN은 멸종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최근 50년 동안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을 때 야생에서 멸종한 것으로 간주한다.사람이 재배하는 것도 없고

외국에도 없을 경우 완 멸종으로 분류한다.

재 일엽자생지 내에는 이식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체의 일엽이

바 과 나무사이에 자라고 있다.이들 생육지는 좀굴거리나무,감탕나무,참

식나무,구실잣밤나무,생달나무 등이 상층을 우 하고 호자나무,가는쇠고사리,

손고비 등이 자생하는 습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문,2007).

2006년 3월 서식지 벽아래 콩짜개덩굴과 가는쇠고사리 에서는 일엽의

포자번식으로 생각 되는 3개의 어린개체를 처음 발견했다(강,2006). 이 어린개

체의 발육상태는 양호하며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여 2009년 4월에는 4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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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체의 어린 일엽들이 바 와 부엽토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앞

으로 인 인 해만 배제된다면 섶섬에서의 자연번식으로 인해 안정 인 생육

이 상되며,이들에 한 자생 기원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외국에 서식하는

개체와 섶섬에 자라는 개체간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엽은 근경이 짧고 덩어리지며 잎이 방사형으로 붙는다.엽병은 아주 짧

고,기부에 인편이 생한다.엽신은 단엽이며,길이 40~120cm, 비 7~12cm로

피침형이며 기부는 기형이다.엽질은 가죽질로 택이 있다.포자낭군 측맥

앞쪽에 붙고 선형이며 잎 가장자리 가까이까지 달리며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포

막은 가장자리가 하며 갈색이다(한국양치식물연구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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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1 Type2

Type3 Type4

Fig.12.Sorus andvariousbudsofAsplenium antiquum Ma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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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 Crypsinushastatus(Thunb.)Copel.

고란 는 제주도에서는 계곡이나 습한 바 에서 흔하게 찰되는 종으로 최근에

보호야생식물에서 제외된 식물이다.그러나 재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게 찰되는 종으로 식물구계학 인 측면에서는 보호식물

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으로서 섶섬에서는 1곳에서 찰되

었다.그 개체 수도 매우 한정 이며 바 꼭 기에 붙어 있어 생육상태도 불량

하다.

고란 는 근경이 으로 질게 뻗으며,인편은 갈색으로 피침형이며 부분의 색

이 더 짙고 가장자리에 돌기가 있다.엽병 길이 2~15cm.갈색이고 택이 있다.

엽신은 길이 2~15cm.단엽으로 모양에 변이가 많은데,타원상 피침형이거나 가장

자리가 2~3갈래로 크게 갈라진다.뒷면이 약간 희며,주맥과 측맥이 뚜렷하다.포

자낭군 원형으로 갈색이며 측맥 사이에 하나씩 양쪽에 달리고,포막은 없다(한국

양치식물연구회,2005).

Fig.13.Crypsinushastatus(Thunb.)Co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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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잔고사리Diplazium hachijoenseNakai

섬잔고사리는 우드풀과의 한 종으로 제주도와 일본에 분포하고 있는 희귀종이다.

제주도에서도 매우 드문 식물로서 섶섬내의 숲속에 자란다.이 종은 상록성이며

잎이 모여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본 조사에서는 일엽 생육지의 바로

아래에서 작은 군락을 형성하여 자라고 있었다.

섬잔고사리는 근경이 굵고 짧고 뻗는다.엽병의 길이 50~70cm.녹색이며,기부

는 막질 갈색의 인편이 있지만 빨리 떨어진다.엽신은 길이 50~100cm.2회 우상

심열로 삼각상 난형이며 엽질은 종이질이다.하부 우편의 자루는 약간 짧다.열

편의 소맥의 부분은 2차로 갈라진다.포자낭군은 짧은 선모양이다.열편의 가

장자리와 륵의 간이나 약간 륵에 치우쳐 달린다(한국양치식물연구회,

2005).

Fig.14.Diplazium hachijoenseNa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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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섶섬 주변 도서의 양치식물

2005년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육상생태 환경 학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문섬의 속식물은 57과 120속 144종 4변종으로 총 148분류군이었다.이 양치

식물은 5과 9속 10종으로 10분류군으로 조사 다(서귀포시,2005).

범섬의 속식물은 65과 140속 162종 2변종으로 총 164분류군이었다.이 양치

식물은 6과 13속 15종으로 조사 되었다(서귀포시,2005).

이 주변도서의 양치식물상은 섶섬에 비해 빈약하다.문섬은 섶섬의 양치식물에

비해 21.7%의 수 인 10분류군이고,범섬은 섶섬의 양치식물에 비해 32.6%의 수

인 15분류군이다.

범섬의 동서의 길이는 450m,남북의 길이는 580m이며,면 은 172.596㎡이다.

문섬의 동서의 길이는 500m,남북의 길이는 280m이며,면 은 96.833㎡이다.섶

섬의 경우는 동서길이가 630m이고 남북의 길이는 380m이며,면 은 142.612㎡

이다.면 으로 비교할때는 범섬,섶섬,문섬 순이나,양치식물 종다양성으로 보

면 섶섬,범섬,문섬으로 나타났다. 속식물상도 섶섬(169분류군),범섬(164분류

군),문섬(148분류군)순으로 식물의 종 다양성도 섶섬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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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TracheophyteFloraofMoonseom Island.

Tracheophyte Family Genus Species Variety Forma Total

Pteridophyte 5 9 10 10

Gymnosperm 1 1 1 1

Angiosperm 51 110 133 4 137

Monocotyledon 6 29 32 1 33

Dicotyledon 45 81 101 3 104

Total 57 120 144 4 148

Table6.TracheophyteFloraofBeomseom Island

Tracheophyte Family Genus Species Variety Forma Total

Pteridophyte 6 13 15 15

Gymnosperm 1 1 1 1

Angiosperm 59 126 146 2 148

Monocotyledon 10 29 32 1 33

Dicotyledon 49 97 114 1 115

Total 66 1140 1162 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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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 찰

제주도의 속식물은 161과 763속 1,767종 4아종 387변종 88품종으로 총 2,256

분류군으로 이 양치식물은 20과 67속 227종 24변종으로 251분류군이 김(2006)

에 의하여 밝 졌으며,2007년 문은 제주 양치식물 목록을 정리하여 30과 67속

241종 4변종 245분류군을 기록하고,이 제주도의 양치식물상을 총 28과 59속

158종 4변종 162분류군이 분포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섶섬의 경우 서귀포시(2006)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속식물은 71과

137속 169분류군이 학술보고 으며,그 에 양치식물은 6과 17속 28종 1변종으

로 29분류군이다(Table2). 한 주변 도서인 문섬의 속식물은 75과 120속 144

종 4변종으로 총 148분류군이 보고 으며,그 양치식물은 5과 9속 10종의 10

분류군이며(서귀포시,2005),범섬의 속식물은 65과 140속 162종 2변종으로 총

164분류군이 보고 으며,그 에 양치식물은 6과 13속 15종으로 15분류군으로

나타났다(서귀포시,2005).

본 조사에서 섶섬의 양치식물상은 8과 23속 45종 1변종 총 46분류군이 확인되

어 주변도서인 문섬과 범섬에 비하여 섶섬의 속식물과 양치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본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양치식물은 가는홍지네고사리

Dryopteris caudipinna Nakai, 긴잎도깨비쇠고비Cyrtomium devexiscapulae

(Koidz)Ching,발풀고사리Dicranopteris pedatum (Houtt.)Nakaike,바 손

Selaginellainvolvens(Sw.)Spring,탐라진고사리Depariapetersenii(Kunze)

M.Kato,밤잎고사리Colysiswrightii(Hk.)Ching,산족제비고사리Dryopteris

bissetiana(Bak.)C.Chr.,애기족제비고사리DryopterissacrosanctaKoidz.,청지

네고사리Dryteriserythrosorafor.viridisora(NakaiexH.Ito)H.Ito,참지네고

사리DryopterisnipponensisKoidzumi등 4과 5속 10종이다.그리고 양치식물

희귀종에 속하는 것은 솔잎난, 일엽,고란 ,섬잔고사리이며,솔잎난과

고란 등은 생육상태가 한정 이거나,빈약한 편이었다.

최근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2009년 발간한 '한국 희귀식물 목록집'에 섶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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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하는 일엽을 국내 첫 야생멸종식물로 분류 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섶섬에 복원된 일엽이 안정 으로 번식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

인했다. 재 일엽들은 부분 양호한 상태로 자라고 있으며,2006년 3월

일엽 서식지 벽아래 콩짜개덩굴과 가는쇠고사리 에는 일엽의 포자번

식으로 생각 되는 3개의 어린개체를 처음 발견했다(강,2006).이 어린개체의 발

육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여 2009년 4월에는 4지

에 13개체의 어린 일엽이 바 와 부엽토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인 인 해만 배제된다면 섶섬에서 자연번식으로 인해 안정 인 생육

이 상되며,이들에 한 자생 기원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외국에 서식하는

개체와 섶섬에 자라는 개체간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인도인 특히 섶섬의 양치식물상과 일엽에 해 체계

인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특정지역,섶섬의 양치식물 연구에 기 자료로

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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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

제주도 섶섬에 자생하는 양치식물을 조사한 결과 8과 23속 45종 1변종 총 46

분류군이 확인되었다.이 지 까지 조사나 기록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양치식

물은 가는홍지네고사리Dryopteris caudipinna Nakai, 긴잎도깨비쇠고비

Cyrtomium devexiscapulae (Koidz) Ching,발풀고사리Dicranopteris pedatum 

(Houtt.) Nakaike,바 손Selaginella involvens (Sw.) Spring,탐라진고사리

Deparia petersenii (Kunze) M.Kato,밤잎고사리Colysis wrightii (Hk.) Ching,

산족제비고사리Dryopteris bissetiana (Bak.) C. Chr, 애기족제비고사리

Dryopteris sacrosancta Koidz, 청지네고사리Dryteris erythrosora for. 

viridisora (Nakai ex H. Ito) H. Ito,참지네고사리Dryopteris nipponensis 

Koidzumi 등 4과 5속 10분류군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양치식물들이 섶섬에 자생하면서도 처음 발견된 이유로는 근래들어 양치

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2003년 이 등에 의해 섶섬

에서 한국미기록종을 처음 발견한 후 동정을 통해 가는홍지네고사리로 새로 이

름 붙 고, 이 등에 의해 돈네코 계곡에서 미기록 탐라진고사리를 발견,새

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종이 추가 되었다.이제까지 섶섬의 속식물상을 조사하

면서 발견하지 못한 발풀고사리,긴잎도깨비쇠고비,참지네고사리,바 손,밤잎

고사리,산족제비고사리,애기족제비고사리 등 7분류군은 부터 서식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경우도 있다.

섶섬은 홍귤CitrustachibanaTanaka의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귤 자생지이며

재래귤 잎이 가장 작은 것이 특징이다.섶섬에 자라는 양치식물 상부에는 구

실잣밤나무Castanopsissieboldii(Makino)Hatus,좀굴거리나무Daphniphyllum

teijsmanni Zoll. ex Kurz, 담팔수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n

(Thunb.)Hara등 상록활엽수가 군락을 이 음지의 환경으로 양치류가 서식하

기에 좋은 조건인 것으로 단된다.

섶섬에 자생하는 양치류 총 46분류군 각 과별 분류군의 분포를 보면 면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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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고란 과(17.4%),꼬리고사리과(8.7%),잔고사리과, 의꼬리과,우드풀

과가 각각 6.5%,부처손과(4.3%),솔잎난과,실고사리과,풀고사리과,비고사리과,

공작고사리과가 각각 2.2% 순으로 나타났다(Table4).

특히 섶섬은 국내 유일의 꼬리고사리과의 일엽Asplenium antiquum

Makino자생지로서 일엽이 자연 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의 한계선이

란 과 그 희귀성이 인정되고 학술 인 가치로 1962년 12월3일 천연기념물 제

1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일엽은 숲속의 바 틈에서 자라는 양치류로

만·일본등지에도 분포하며, 재 섶섬의 일엽은 복원된 종으로 단된다.

최근들어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일엽이 야생에서 멸종된 식물로 발표되

는 등 자생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따라서 섶섬의 일엽 생육에 한

세 한 조사연구와 만 일본산과의 비교 검토가 실하다.

재 섶섬 일엽들은 부분 양호한 상태로 자라고 있으며,2006년 3월

일엽 서식지 벽아래 콩짜개덩굴과 가는쇠고사리 에 일엽의 포자번식

으로 생각 되는 3개의 어린개체를 처음 발견했다.이 어린개체의 발육상태는 매

우 양호한 상태이며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여 2009년 4월에는 4지 에 13개체

이 어린 일엽이 바 와 부엽토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앞으로 인

인 해만 배제된다면 섶섬에서의 자연번식으로 인해 안정 인 생육이 상되

며,이들에 한 자생 기원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외국에 서식하는 개체와 섶

섬에 자라는 개체간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2006년 제주도 삼도 일엽자생지 학술조사보고서 기록되어 있던 선바

고사리,쇠고비,쇠고사리,좀쇠고사리,창고사리 등은 이번 조사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섶섬에 자생하는 양치식물 희귀종에 속하는 것은 솔잎난, 일엽,고란 ,

섬잔고사리이며,솔잎난과 고란 의 생육상태는 한정 이거나,빈약한 편이나 고

립된 공간에서 간섭만 배제된다면 자연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섶섬은 식물지리학 으로 매우 요한 치를 갖는 만큼 여기에 서식

하는 양치식물에 한 체계 인 조사와 연구, 리 보 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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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1.ThelistoftheinvestigatedplantsinSeopseom.
Scientificname Koreanname

Psilotaceae 솔잎란과

Psilotum nudum (L.)P.Beauv. 솔잎란

Selaginellaceae 부처손과

Selaginellatamariscina(P.Beauv.)Spring 부처손

Selaginellainvolvens(Sw.)Spring 바 손

Schizaeaceae 실고사리과

Lygodium japonicum (Thnub.)Sw. 실고사리

Dennstaedtiaceae 잔고사리과

Hypolepispunctata(Thunb.)Mett.exKuhn 고사리

Microlepiastrigosa(Thunb.)C.Presl 돌토끼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latiusculum (Desv.)Underw.exHeller 고사리

Lindsaeaceae 비고사리과

Sphenomerischinensis(L.)Maxon 바 고사리

Parkeriaceae 공작고사리과

Onychium japonicum (Thunb.)Kunze 선바 고사리

Pteridaceae 의꼬리과

PteriscreticaL. 큰 의꼬리

PterisdisparKuntze 반쪽고사리

PterismultifidaPoir. 의꼬리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antiquum Makino 일엽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Asplenium ritoenseHayata 쪽잔고사리

Asplenium wilfordiiMett.& Kuhn 수수고사리

Dryopteridaceae 면마과

Arachniodesaristata(G.Forst.)Tindale 가는쇠고사리

Arachniodesrhomboidea(Wall.& C.Presl)Ching 쇠고사리

Arachniodessporadosora(Kunze)Nakaike 좀쇠고사리

Cyrtomium devexiscapulae(Koidz)Ching 긴잎도깨비쇠고비

Cyrtomium falcatum (L.f.)C.Presl 도깨비쇠고비

Cyrtomium fortuneiJ.Smith 쇠고비

DryopteriscaudipinnaNakai 가는홍지네고사리

Dryopterisdryopterisbissetiana(Bak.)C.Chr. 산족제비고사리

Dryopteriserythrosora(D.C.Eaton)Kuntze 홍지네고사리

Dryopteriserythrosorafor.viridisora(NakaiexH.Ito)H.Ito 청지네고사리

Dryopterishikonensis(H.Ito)Nakaike 큰족제비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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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name Koreanname

Dryopterislacera(Thunb.)Kuntze 비늘고사리

DryopterisnipponensisKoidzumi 참지네고사리

DryopterissacrosanctaKoidz. 애기족제비고사리

Dryopterisuniformis(Mak.)Makino 곰비늘고사리

Dryopterisvaria(L.)Kuntze 족제비고사리

Polystichum lepidocaulon(Hooker)J.Smith 더부살이고사리

Polystichum polyblepharum (Roem.exKunze)Presl 나도히 미

Woodsiaceae 우드풀과

Diplazium hachijoenseNakai 섬잔고사리

Diplazium wichurae(Mett.)Diels 주름고사리

Polypodiaceae 고란 과

Colysis×simplicifrons(Christ)Tagawa 창고사리

Colysiselliptica(Thunb.)Ching 손고비

Crypsinushastatus(Thnub.)Copel. 고란

Lemmaphyllum microphyllum C.Presl 콩짜개덩굴

Lepisorusthunbergianus(Kaulf.)Ching. 일엽

Pyrrosiahastata(Thunb.exHoutt.)Ching 세뿔석

Pyrrosialingua(Thunb.)Farwell 석

Gleicheniaceae 풀고사리과

Dicranopterispedatum (Houtt.)Nakaike 발풀고사리

Woodsiaceae 우드풀과

Depariadepariapetersenii(Kunze)M.Kato 탐라진고사리

Polypodiaceae 고란 과

Colysiswrightii(Hk.)Ching 밤잎고사리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bilobaL. 은행나무

Pinaceae 소나무과

PinusthunbergiiParl. 곰솔

Taxodiaceae 낙우송과

Cryptomeriajaponica(L.f.)D.Don 삼나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opsissieboldii(Makino)Hatus. 구실잣밤나무

QuercusglaucaThunb. 종가시나무

Ulmaceae 느릅나무과

Aphanantheaspera(Thunb.)Planch. 푸조나무

CeltissinensisPers. 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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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name Koreanname

Moraceae 뽕나무과

Cudraniatricuspidata(Carr.)BureauexLavallee 꾸지뽕나무

FicuserectaThunb. 천선과나무

Ficuserectavar.sieboldii(Miq.)King 좁은잎천선과

FicusoxyphyllaMiq.exZoll 모람

FicusthunbergiiMaxim. 왕모람

Cannabinaceae 삼과

HumulusJaponicusSieboldetZucc. 환삼덩굴

Urticaceae 기풀과

Boehmerianivea(L.)Gaudich. 모시풀

BoehmeriapannosaNakai& Satake 왕모시풀

Pileapeploides(Gaudich.)Hooker& Arnott 물통이

Loranthaceae 꼬리겨우살이과

Korthalsellajaponica(Thunb.)Engl. 동백나무겨우살이

Polygonaceae 마디풀과

Fagopyrum esculentum Moench 메 (재)

Fallopiaconvolvulus(L.)A.Love 나도닭의덩굴(귀)

RumexacetosaL. 수

RumexacetosellaL. 애기수 (귀)

Caryophyllaceae 석죽과

DianthuslongicalycinusMiq. 술패랭이꽃

Saginajaponica(Sw.)Ohwi 개미자리

Sileneapricavar.oldhamiana(Miq.)C.Y.Wu 갯장구채

Stellariaaquatica(L.)Scop 쇠별꽃

Chenopodiaceae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var.centrorubrum Makino 명아주

Suaedaglauca(Bunge)Bunge 나문재

Schisandraceae 오미자과

Kadsurajaponica(L.)Dunal 남오미자

Lauraceae 녹나무과

Actinodaphnelancifolia(Siebold& Zucc.)Meisn. 육박나무

Cinnamomum japonicaSiebold& Nees 생달나무

Litseajaponica(Thunb.)Juss. 까마귀쪽나무

MachilusjaponicaSiebold& Zucc. 센달나무

MachilusthunbergiiSiebold& Zucc. 후박나무

Neolitseaaciculata(Blume)Koidz. 새덕이

Neolitseasericea(Blume)Koidz. 참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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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name Koreanname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apiifoliaDC. 사 질빵

Clematisternifloravar.mandshurica(Rupr.)Ohwi 으아리

Thalictrum aquilegifolium var.sibiricum Regel& Tiling 꿩의다리

Thalictrum kemenseFr. 큰산꿩의다리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Akebiaquinata(Thunb.)Decne. 으름덩굴

Stauntoniahexaphylla(Thunb.)Decne. 멀꿀

Menispermaceae 방기과

Cocculustrilobus(Thunb.)DC. 댕댕이덩굴

Sinomenium acutum (Thunb.)Rehder& Wils. 방기

Piperaceae 후추과

Piperkadzura(Choisy)Ohwi 후추등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arguta(Siebold& Zucc.)Planch.exMiq. 다래

Theaceae 차나무과

CamelliajaponicaL. 동백나무

Euryaemarginata(Thunb.)Makino 우묵사스 피

EuryajaponicaThunb. 사스 피나무

Ternstroemiagymnanthera(Wight& Arn)Sprague 후피향나무

Fumariaceae 호색과

CorydalisheterocarpaSieboid& Zucc. 염주괴불주머니

Corydalisincisa(Thunb.)Pers. 자주괴불주머니

Hamamelidaceae 조록나무과

Distylium racemosum Siebold& Zucc. 조록나무

Crassulaceae 돌나물과

Orostachysiwarenge(Makino)Hara 연화바 연꽃

Sedum oryzifolium Makino 땅채송화

Pittosporaceae 돈나무과

Pittosporum tobira(Thunb.)W.T.Aiton 돈나무

Rosaceae 장미과

EriobotryajaponicaLindl. 비 나무(재)

Raphiolepisindicavar.umbellata(Thunb.)Ohashi 다정큼나무

RosamultifloraThunb. 찔 나무

RubushirsutusThunb. 장딸기

RubushongnoensisNakai 가시딸기

RubusparvifoliusL. 멍석딸기

RubussumatranusMiquel 거지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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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name Koreanname

Leguminosae 콩과

AlbiziajulibrissinDurazz. 자귀나무

LespedezabicolorTurcz. 싸리

Puerarialobata(Willd.)Ohwi 칡

VicianipponicaMatsmura 네잎갈퀴덩굴

Oxalidaceae 괭이밥과

OxaliscorniculataL. 괭이밥

Euphorbiaceae 극과

Mallotusjaponicus(Thunb.)Muell.Arg. 덕나무

MercurialisleiocarpaSieboldetZucc. 산쪽풀

Daphniphyllaceae 굴거리과

Daphniphyllum teijsmanniZoll.exKurz 좀굴거리나무

Rutaceae 운향과

CitrusobovoideaHort.exTakahashi 감자

CitrustachibanaTanaka 홍귤나무

Fortunellajaponicavar.margarita(Swingle)Makino 귤나무

Zanthoxylum ailanthoidesSiebold& Zucc. 머귀나무

Zanthoxylum coreanum Nakai 왕 피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Picrasmaquassioides(D.Don)Bennett 소태나무

Meliaceae 멀구슬나무과

MeliaazedarachL. 멀구슬나무

Anacardiaceae 옻나무과

RhusjavanicaL. 붉나무

RhussuccedaneaL. 검양옻나무

RhussylvestrisSiebold& Zucc. 산검양옻나무

Aquifoliaceae 감탕나무과

lIexintegraThunb. 감탕나무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CelastrusorbiculatusThunb. 노박덩굴

EuonymusjaponicaThunb. 사철나무

Rhamnaceae 갈매나무과

Rhamnellafrangulioides(Maxim.)Weberb. 까마귀베개

Sageretiatheezans(L.)Brongn. 상동나무

Vitaceae 포도나무과

Cayratiajaponica(Thunb.)Gagnep. 거지덩굴

Parthenocissustricuspidata(Siebold&Zucc.)Planch. 담쟁이덩굴

VitisamurensisRupr. 왕머루

VitiscoignetiaePulliatexPlanch. 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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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name Koreanname

VitisflexuosaThunb. 새머루

Elaeocarpaceae 담팔수과

Elaeocarpussylvestrisvar.ellipticus(Thunb.)H.Hara 담팔수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macrophyllaThunb. 보리밥나무

Flacourtiaceae 이나무과

Xylosmacongestum (Lour.)Merr. 산유자나무

Violaceae 제비꽃과

ViolamandshuricaW.Becker 제비꽃

Cucurbitaceae 박과

Gynostemmapentaphyllum (Thunb.)Makino 돌외

TrichosantheskirilowiiMaxim. 하늘타리

Araliaceae 두릅나무과

Araliaelata(Miq.)Seem. 두릅나무

DendropanaxmorbiferaH.Lev. 황칠나무

Hederarhombea(Miq.)Bean 송악

Umbelliferae 산형과

Centellaasiatica(L.)Urban 병풀

Cnidium japonicum Miq. 갯사상자

Peucedanum japonicum Thunb. 갯기름나물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mucronulatum Turcz. 진달래

Rhododendronyedoensefor.poukhanense(H.Lev.)Sugim 산철쭉

Vaccinium bracteatum Thunb. 모새나무

Myrsinaceae 자 우과

ArdisiacrenataSims 백량

Ardisiajaponica(Thunb.)Blume 자 우

ArdisiapusillaA.DC. 산호수

Primulaceae 앵 과

LysimachiajaponicaThunb. 좀가지풀

LysimachiamauritianaLam. 갯까치수

Plumbaginaceae 갯질경이과

Limonium tetragonum (Thunb.)A.A.Bullock 갯질경

Oleaceae 물푸 나무과

FraxinussieboldianaBlume 쇠물푸 나무

Ligustrum japonicum Thunb. 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Zucc. 쥐똥나무

Loganiaceae 마 과

GardneriainsularisNakai 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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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cynaceae 죽도과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Zucc.)Nakai 마삭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majus(Nakai)Ohwi 백화등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MarsdeniatomentosaMorren& Decne. 나도은조롱

Metaplexisjaponica(Thunb.)Makino 박주가리

Rubiaceae 꼭두서니과

DamnacanthusindicusC.F.Gaertnerfil. 호자나무

DamnacanthusmajorSiebold& Zucc. 수정목

MitchellaundulataSiebold& Zucc. 호자덩굴

Paederiascandens(Lour.)Merr. 계요등

Rubiacordifoliavar.pratensisMaxim. 갈퀴꼭두서니(귀)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soldanella(L.)Roem.& Schultb. 갯메꽃

Verbenaceae 마편 과

CallicarpajaponicaThunb. 작살나무

Callicarpajaponicavar.luxuriansRehder 왕작살나무

Clerodendrontrichotomum Thunb. 리장나무

Labiatae 꿀풀과

ScutellariaindicaL. 골무꽃

Solanaceae 가지과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Solanum nigrum L. 까마

Tubocapsicum anomalum (Franch.& Sav.)Makino 알꽈리

Acanthaceae 쥐꼬리망 과

JusticiaprocumbensL. 쥐꼬리망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asiaticaL. 질경이

PlantagocamtschaticaCham.exLink 개질경이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japonicaThunb. 인동덩굴

Sambucussieboldiana(Miq.)BlumeexGraebn. 덧나무

Viburnum odoratissimum var.awabuki(K.Koch)ZabelexRumple 아왜나무

Valerianaceae 마타리과

Patriniavillosa(Thunb.)Juss. 뚝갈

Campanulaceae 롱꽃과

Codonopsislanceolata(SieboldetZucc.)Trautv. 더덕

Platycodongrandiflorum (Jacq.)A.DC.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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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ae 국화과

ArtemisiajaponicaThunb. 제비쑥

AsterhispidusThunb. 갯쑥부쟁이

AsterspathulifoliusMaxim. 해국

Cirsium japonicum var.maackii(Maxim.)Matsum. 엉겅퀴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J.H.Pak& Kawano 이고들빼기

Crepidiastrum lanceolatum (Houtt.)Nakai 갯고들빼기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Pak& Kawano 고들빼기

Dendranthemaboreale(Makino)LingexKitam. 산국

Eupatorium japonicum Thunb.exMurray 등골나물

Farfugium japonicum (L.)Kitamura 털머

HypochoerisradicataL. 개민들 (귀)

Lapsanastrum humile(Thunb.)Makino 그늘보리뺑이

SonchusoleraceusL. 방가지똥(귀)

Youngiajaponica(L.)DC. 뽀리뱅이

Liliaceae 백합과

AsparagusschoberioidesKunth 비짜루

Hemerocallisfulva(L.)L. 원추리

HemerocallisllisttoreaMakino 홍노원추리

Hostalongipes(Franch&Sav.)Matsum. 비비추?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LiriopeplatyphyllaF.T.Wang& T.Tang 맥문동

Ophiopogonjaburan(Kunth)Lodd. 맥문아재비

Polygonatum inflatum Kom. 퉁둥

Polygonatum involucratum (Franch.& Sav.)Maxim. 용둥굴

Scillascilloides(Lindl.)Druce 무릇

SmilaxchinaL. 청미래덩굴

Veratrum oxysepalum Turcz. 박새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batatasDecne. 마

DioscoreanipponicaMakino 부채마

DioscoreaquinquelobaThunb. 단풍마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communisL. 닭의장풀

PolliajaponicaThunb. 나도생강

Gramineae 벼과

Agrostisflaccidavar.trinii(Turcz.exLitv)Ohwi 검정겨이삭

Eragrostisferruginea(Thunb.)P.Breauv 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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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acylindricavar.koenigii(Retz.)Pilg. 띠

Lophatherum gracileBrongn. 조릿 풀

Microstegium japonium (Miq.)Koidz. 민바랭이새

MiscanthussinensisAndersson 참억새

Oplismenusundulatifolius(Ard.)P.Beauv. 주름조개풀

PhaenospermaglobosaMunroexBenth. 산기장

Pseudosasajaponica(Siebold& Zucc.exSteud.)Makino 이

Setariaviridisvar.pachystachys(Franch.& Sav.)Makino& Nemoto 갯강아지풀

ZoysiajaponicaSteud. 잔디

Araceae 천남성과

Arisaemaringens(Thunb.)Schott 큰천남성

ArisaemathunbergiiBlume 무늬천남성

Cyperaceae 사 과

CareboottianaHook.& Arn. 사

Fimbristylisferrugineavar.sieboldii(Miq.)Ohwi 갯하늘지기

Orchidaceae 난 과

SarcanthusscolopendrifoliusMakino 지네발란



感  謝  文

오늘은 어제의 내일입니다.시간의 흐름 속에 는 항상 어제인 과거만을 곱씹었습니다.미래가

아닌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이러던 제가 배움의 길에서 내일을 꿈꾸며 자연과 벗

하게 되어 무 행복합니다.제주의 땅에서 어제만을 되새기는 를 미래로 인도해주신 모든 분들

에게 감사드립니다.배움의 터에서 모든 것을 허락 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신 송창길 교수님 진심

으로 고맙습니다.늦깎이 에게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신 식물자원환경과 강 길 교수님, 해남

교수님, 용철 교수님,김동순 교수님,그리고 고 우 교수님,조남기 교수님 크고 높은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항상 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 어 독려 해 주신 환경자원연구원

양 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며 양치식물의 세계를 무한정 가르쳐 주신 국립수목원 박수 선생님 큰

등 습니다.한 달에 한번 동고동락 하는 한라식물사랑회 김창부 최정혜 회장님과 회원 모두 감

사합니다.항상 노심 사 걱정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한서 이은복 교수님,상명 상린

명 교수님,한국조류보호 회 김성만 회장님,한국자연보 회 서정수 박사님.강원 변화근 박

사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합니다.여기 기 돌아다니며 고사리를 많이 가르쳐 주신 김 찬 선

생님 이강 선생님 원창오 선생님 황 심 선생님 고맙습니다.그리고 국립수목원 이유미 박사님

과 연구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 합니다.

배움의 학형으로 에서 챙겨 김지훈·송진 ·강정환·강소 님과 태근 돈 성배 그리고 원배와

식자과 졸업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정상배·오진보 학형과 학원 선후배님,고동환,고미라,

이충선 조교선생님 고맙습니다.버지니아공 이승우님 이규민님 감사합니다.

객지에 있을 때 힘이 되어주신 기 선생님 고희범님 강창일님 허상수님 양한권님 유 래님

임종철님 김병후님 고 선배님 김승 님,김용범 박사님,서울사람 되어버린 오랜 벗들 이인홍

과 재경 동창ㆍ후배들,생활환경,새건강식구들,고맙습니다.일어를 번역해주신 좌명은ㆍ장정인님

과 제주문화유산해설사 1기 동기생과 윤순희님,제주환경운동연합 김경숙,윤용택 원학 표님과

박진우님ㆍ이 웅님ㆍ양수남님,그리고 한 석님,김경훈님,안 훈님,강문수님과 모든 분들께 감

사의 마음을 합니다.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술벗이 되어주는 고향 하원 친구들 큰 힘이 되었습

니다.자연과 더불어 길을 찾는 제주올 서명숙이사장님,서동성사무국장님,안은주실장님 그리고

올 식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보 자리로 인연 맺은 고완유이장님과 무릉2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섶섬 고사리와 벗하게 해주신 윤 택 선생님의 폭 인 지원이 있었습

니다.고맙습니다.열일 제쳐두고 물심양면으로 식물공부 시켜주신 신용만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는

고평렬님께 무한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에서 를 깨우쳐주고 걱정해주시는 어머님, 나,매형,동생들과

제수씨,매제,삼 들의 응원과 격려,그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한 언제나 에게 용기를 주

시고 사랑을 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형님들과 처형,처남,처가식구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

립니다.

서울생활 청산하고 고향 제주에 둥지를 틀겠다는 나를 믿어주고 인내하며 버 목이 되어주며 꿋

꿋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내 송은낭,그리고 아빠 사랑이 모자라도 훌쩍 커 버리는 사랑하는

딸 나령 령 세령 우리가족이 가장 소 한 나의 보물입니다.

항상 타산지석의 마음을 가다듬고 새기며,이 모든 것을 하늘의 아버님께 바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2009년 여름 무릉도원 마을에서 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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