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식물 분류 및 범주

□「 희귀식물」이란 ?
희귀식물(Rare Plants)이란 일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자생지의 식물 특히,

No

희귀식물 분류

개체군의 크기가 극히 적거나 감소하여 보전이 필요한 식물로서 종의 지리적 분
포영역, 서식지의 특이성 정도 및 지역 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희귀성의 범주를

1

멸종, EX

확인되고 있으나 사육․재배를 포함해

(Extinct)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멸종했다고 판

야생멸종, EW

관련하여 보전사업을 수행하면서‘희귀 및 멸종위기식물(Rare and Endangered
2

(Extinct in the
Wild)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한 후, 이 명칭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희귀식물」이라는 단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희귀식물목록을 위한 평가 카테고리를 야생에서의
멸종(EW), 멸종위기종(CR), 위기종(EN), 취약종(VU), 약관심종(LC) 및 자료부족종

없음

단되는 종 (없음)

식물, 적색 식물목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희귀식물과

□ 희귀식물 평가기준

우리나라 해당식물

과거에 우리나라에 분포한 것(적)이

설정한다. 희귀식물은 멸종위기식물, 보호식물, 감소추세종, 특정식물, 법정보호

Species)’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2004)에서

범주

4

(DD)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IUCN이 권고한 멸종위기식물 평가기준은 희

과거에 우리나라에 분포했던 역사가 다시마고리삼, 무등풀, 벌레
있으며, 사육․재배종으로 존속하고 있 먹이말, 파초일엽
지만 우리나라의 야생에서는 멸종했 (전북지역 없음)
다고 판단되는 종 (4종)

멸종위기종, CR

긴박한 미래에 자생지에서 극도로 높

(Critically
Endangered)

은 절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멸종위
기 식물 (144종)

위기종, EN

위급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자

(Endangered
Speices)

생지에서 매우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

5

□ 우리나라 희귀식물 현황

취약종, VU

면한 위기 식물 (122종)

(Vulnerable)

멸종위기종이나

부쟁이, 청사조, 해오라비난초,
물부추, 닻꽃, 풍란, 미선나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등

위기종은

위도상사화,

진노랑상사화,

두메닥나무, 설앵초, 개느삼,
여름새우난초, 꼬리말발도리,
왕자귀나무, 백양꽃 등

귀․멸종위기식물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가장 안정적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표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작약, 광릉요강꽃, 단양쑥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자생지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할 취약한 식물 (119종)

가시연꽃, 모감주나무, 어리
병풍, 매화마름, 새우난초, 등
대시호, 천마, 주목, 흑삼릉,
노랑무늬붓꽃, 통발, 애기등 등

현시점에서 멸종의 위험도는 작지만, 족도리풀, 고란초, 과남풀, 구

〇 우리나라 자생식물 : 3,925종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

6

약관심종, LC
(Least Concern)

〇 우리나라 희귀식물 : 571종 (산림청 지정)

분포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멸종위 상나무, 금강애기나리, 금강

기」로 이행하는 요소를 가지는 식물 제비꽃, 낙지다리, 꽃창포, 너
(70종)

도밤나무, 물질경이 등

※ 전라북도 희귀식물 : 153종
환경조건의 변화에 의해, 용이하게 개감채, 거제딸기, 개대황, 구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식물 종의 문헌, 표본자료, 조사자료(입지환경, 개체

7

수의 분포 및 번식기작 등 생리, 생태 특성) 및 기후자료(남·북방 한계지역) 등

(Data Deficient)

멸종위기종의 카테고리로 이행할 수 슬개고사리, 금억새, 긴흑삼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포상황 릉, 깃고사리, 노랑팽나무, 늦
등 순위를 판정하는 데 충분한 정보 싸리, 물석송 등
를 얻을 수 없는 식물 (112종)

많은 인자를 종합하여 희귀식물 대상종을 선발한 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권장하고 있는 Ramas Red List Version 2.0 (2001)에 따라 재평가하여『한국 희

자료부족종, DD

계

571종

귀식물 목록집』(2009)을 571종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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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주요 희귀식물 목록
No

희귀식물 분류

1

멸종위기종
(CR)

□ 전라북도 대표 희귀식물 사진
식 물 종

거문도닥나무, 광릉요강꽃, 날개하늘나리, 남바람꽃, 노랑붓꽃,
독미나리, 미선나무,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애기천마, 으름난초, 청사조

깽깽이풀, 대흥란, 두메닥나무, 만주바람꽃, 모데미풀, 물고사리,
2

위기종
(EN)

청사조(멸종위기종, CR)

노랑붓꽃(멸종위기종, CR)

으름난초(멸종위기종, EN)

위도상사화(위기종, EN)

물고사리(위기종, EN)

백양꽃(위기종, EN)

백양꽃, 산개나리, 연잎꿩의다리, 위도상사화, 전주물꼬리풀,
진노랑상사화, 흰참꽃나무
가문비나무, 가시연꽃, 가시오갈피, 금붓꽃, 꼬마은난초, 나도
수정초, 나도옥잠화, 나도제비란, 댕댕이나무, 등대시호, 땅나리,

3

취약종
(VU)

만삼, 매화마름, 모감주나무, 백작약, 선백미꽃, 세뿔석위, 세
뿔투구꽃, 솔나리, 시호, 애기등, 약난초, 어리병풍, 왜박주가리,
자주솜대, 주목, 천마, 초종용, 호랑가시나무, 흑삼릉
가침박달, 개족도리풀, 갯방풍, 과남풀, 광릉골무꽃, 구상나무,
금강애기나리, 금강제비꽃, 금마타리, 꽃개회나무, 꽃창포, 나

4

약관심종
(LC)

도개감채, 낙지다리, 너도바람꽃, 두루미천남성, 말나리, 매미꽃,
모새달, 물질경이, 미치광이풀, 변산바람꽃, 뻐꾹나리, 사철란,
새박, 세잎종덩굴, 솜양지꽃, 이삭귀개, 이팝나무, 자라풀, 정향나무,
쥐방울덩굴, 창포, 태백제비꽃, 털조장나무, 히어리

5

자료부족종
(DD)

갈사초, 벗풀, 옥녀꽃대, 좁은잎흑삼릉, 지리바꽃, 지리산오갈피,
큰옥매듭풀, 토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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