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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일러두기 

1 이 학술총서는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실시한 자연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곤충 부분은 r2013.2014년 한탄강 유역 곤충 생태기록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3 수서생물 부분은 r2015년 한탄강 유역 수서생물 생태기록 보고서j를 바탕으로 셔술하였다 

4 식물 부분은 r2016년 전곡선사유적지 주변 일대 식물생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5. 학술조사는 용역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201 3년에서 2015년까지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자연사박물관(책임연구자 이호 

근 홍석표 교수)에서 진행하였고 2016년에는 서울여자대학교 화학 생명환경과학부(책임연구자 이훈목 교수)에서 진행하 

였다 

6 조사지역은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으로 한정하였다 

7 사진은 학술 조사에서 촬영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수서생물의 경우에만 형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러스트 작업을 통 

한삽화를사용하였다 

8.2013.2014년도에 조사한 곤충의 분류된 증은 Paek et at의 Check List 01 Insects Irom Korea( 1994 )에 따라 목록을 작 

성하였다 

9. 20015년에 조사한 수서생물의 동정은 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권오길 등의 원색한국때류도감(아카데미서적， 1993), 김익 

수 등의 한국어류대도감(교학사， 2005) , 김익수의 한국동식물도감-동물펀-(교육부， 1997), 원두희 등의 한국의 수셔곤 

충((주)생태조사단， 2008) ， 최기절 등의 개정 원색 한국담수어도감(항문사， 2002)을 따랐다 

10.2016년에 조사한 식물 생태는 보고서에 영시한 대로 이장목의 원색대한식물도감(항문사， 2003) , 이영노의 새로운 한 

국식물도감(교학사， 2007)올 침고하였고， 분류체계는 Engler(1964)의 분류체계를 따랐으며， 관속식물 생활형에 대해서 

는 Raunkiaer(1934)의 생활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짐(2012 ， 환경 

부)을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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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은 2011년 4월 25일 연천 전곡리 유적과 유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얄리기 위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의 원동력인 연천 전곡리 유적은 

1 978년 한탄강가에서 구석기 시대에 사용하였던 주먹도끼가 발견됨에 따라 사적 제 

26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연천 전곡리 유적과 구석기 문화를 알리 

는 구심점 역할을 자처함과 동시에 경기 북부의 거점 문화기관으로써 각종 문화 활동 

에 힘쓰고있습니다‘ 

또한 전곡선사박물관은 공공문화기관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학술적인 역할을 찾아 국 

내외 학술지표조사， 학술심포지엄， 구석기 콜로키움， 구석기 아카이브， 대중고고학 포 

럼， 자연생태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국내외 구석기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중에게 다가서는선사시대 대중고고학실험을선도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자연생 

태가 잘보존되어 있는연천전곡리 유적에 대한생태에 대한기록도진행해왔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추가령구조곡에서 적 

웅하여 살았던 자연생태에 주목하여 5개년에 걸쳐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에 대한 자연 

생태를 조사하였습니다. 2012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곡선사박물관 자생식물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해에 걸쳐 곤충， 특히 나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수서생물에 대한 생태조사 2016년에는 식물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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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에 걸친 연천 전곡리 유적의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간 

의 조사 성과를 모아 전곡선사박물관 학술총서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누적된 조사결과는 이 지역 자연생태 연구조사의 기초자료로활용할수 있을뿐 

만 아니라 전곡선사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조 

사를 바탕으로 연천 전곡리 유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전 

독선사박물관이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 12월 

전곡선사박물관장 
메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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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까는말 

연천 전곡리 유적은 한탄강으로 둘러싸인 평탄한 구릉지에 30만 년 전부터 선사인들이 주거 

지를 만들고 살았던 구석기 선사유적지이다. 30만 년 전 고인류가 생각하기에 이 일대의 지형 

조건과 생태환경이 정착하여 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전곡선사박물관 자연생태조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의 자연생 

태를 조사하여 고인류와 현재의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떠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일원은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했던 곳이어서 현대 인 

류의 자연에 대한 간섭이 최대한억제된지역이기 때문에 더 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연천 전곡리 유적은 한반도 중부 추가령구조곡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추가령구조독은 원산에 

서 시작하여 서울을 거쳐 서해안까지 이어진 좁고 낮은 긴 골짜기이다 신생대 제471에 접어 

들면서 추가령구조곡올 따라 용암이 분출하였고， 용암은 옛날 한탄강의 물길을 따라 흘러가면 

서 독특한 현무암 절벽을 형성하였다 용암이 분출하여 흘러내리면서 주변에 독특한 현무암 

대지를 만들었으며 이 용암대지를 터전으로 삼아 전곡리의 구석기인들을 포함한 고인류들이 

살았다. 실제로 연천군 내에는 전곡리를 중심으로 남계리 ， 통현리， 원당리， 황산리 퉁 25개소 

의 구석기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연천 전곡리 유적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아래로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 

어 있다. 이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은 멸종위기종이나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동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것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특성은 그 주변 지역에 동 식 

물이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올 높이고 생물다양성 유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전곡 

선사박물관에서 자연생태조사를 5개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 막바지에 한탄강댐이 준공되었다. 

2007년부터 착수한 한탄강댐이 착공 10년만에 완성되어 홍수조절 기능을 시작하였다 한탄강 

댐은 연천군 연천옵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변 신홍리를 잇는 냄으로， 총 저수량 2억 7천만 톤 규 

모의 콘크리트 중력댐이다. 평소에 자연하천처럼 물을 흘려보내고 장마기에 수문을 열어 물의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양을 조절하는 홍수조절냄이다 평소에 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자연생태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자연생태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1 2년에는 전곡선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자생하는 식물을 조사하여 『전독선사박물관 자생식 

물(1차) JJ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였으며， 이한 

용 학예팀장을 중심으로 이정현 이정원 조민화 둥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은행니무 등 총 54 

종의 식물을 조사하여 전곡선사박물관 자생식물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2013년에는 전문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이호근)에 

자연생태조사를 맡겨 곤충 특히 나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점은 국사봉지 

역(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 전곡선사박물관지역 ， 재인폭포지역(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종자산지역(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 담터계곡지역(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 

리)의 5개소이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 28일부터 8월 15일 

까지였으며 ， 총 4목 25과 421종 10 ，2217H체가 채집되어 분류， 

동정되었다 그중에서 나방이 19과 404종으로， 216좀 1 ，276점 

의 표본을 제작하였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남한지역에서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두흰점무늬가지나방꺼 이 최초로 발견되 

었다는 점이 학술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두흰접무늬가지나방 

2014년에는 다른 곤충에 대한 조사와 나방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경희대학교 자연 

사박물관(책임연구원 홍석표)에서 맡아 실시하였다. 2013년도에는 여름이라는 시기에 집중 

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조사를 하여 곤충상이 계절적 

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지점은 국사봉지역 ， 재인폭포지역， 담터계곡 

지역의 3개소이다. 조사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조사하였고， 총 7목 50과 584종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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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427ß체를 채집하여 분류， 통정하였다. 그 중에서 나비목에 속하는 곤충이 22과 491종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 딱정벌레목의 곤충이 12과 41종， 노린재목의 곤충이 7과 19종으로 분류되 

었다.2013년과 2014년의 자료를 모두 합쳐 통계를 내면 한탄강에서 서식하는 곤충류 총 7목 

53과 789종을 확인， 조사한 것이다 

2015년에는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의 한탄강， 임진강 중상류 지역의 수서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의 조사도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책임연구원 홍석표)에서 실시하였 

다. 조사지점은 1지점 임진강 중상류 지역의 북삼교 부근(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2지 

점 한탄강 중류 지역(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3지점 임진강 중류 지역(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4지점 임진강 중상류 군남탱 부근(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5지점 영평 

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6지점 고량포구로 이어지는 임진 

강 중류(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7지점 백학저수지(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의 7 

개소이다- 투망， 족대 ， 어항， 정치망， 삼각망， 어부 탐문 둥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수서생물은 강 

준치 동 총 14과 54종이다. 

2016년에는 서울여자대학교(책임연구원 이훈복)에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의 관속식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에서 확인된 식물상은 62과에 

속하는 18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양치식물 2과 3종， 나자식물 3과 7종， 피자식물 57과 

177종이다. 한탄강 둥 하천지역에서는 22과 54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양치식물 1과 1 

종， 피자식물 21과 53종이다.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법종보호종(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1 . n 급)은 분포하지 않았으며 특산종인 매자나무가 서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귀화식물종， 생태교란식물종 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곡선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자체 조사를 시작으로 5개년에 걸쳐 곤충， 수서생물， 식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여기에서 조사 확인된 종에 한하여 도감 형식으로 학술총서2를 발 

간하고자한다.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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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 
곤충생태 보고 



언전 전곡리 유직 자연생태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의 곤충 가운데 나방을 대상으로 한 생태 보고이다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 5개 지역에서 여름 동안 나방올 조사， 채집하였는데， 그 위치는 

고능리에 위치한 국사봉 ( 1 지점 )， 전곡선사박물관(2지점)， 재인폭포u시점)， 종자산 

문배뜰마을(4지점) ， 담터 계곡( 5지 점)이 다. 

1지점 국사봉 2지점 연전 전곡리 유적(전곡선사박물관) 

3지접 재인폭포 4지점 증자산 5지점 담터계곡 

출처구글지도 

13 



2013년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나방종은 먹세줄가지나방Hypomecis 

akiba이 며 다음으로는 날개 뾰족명 나방ElJdolricha minialis , 앞붉은명 나방Lamor;a glaucalis ! 

회색쌍줄밤나방α'StlUQ C,“”’'ploslig>’ /a 순서이다. 나방 종을 과별로 분석하변 밤나빙과(Noctwdae， 

136종)가 가장 많고， 108종의 자나방과(G∞metnφe) ， 46종의 포충나방과(Crambidae) ， 24종의 

불나방괴-(Arctüφe) ， 20종의 명 나방과(Pyralidae) ， 19종의 재주나방과(N뼈ontiφe) 순서 이 다. 

2014년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채 집된 나방종은 우수리가지나방Me l ei ’lI a 

medioru끼이 었으며 다음으로는 다갈색띠물결자나방Vetwsia semistrigata , 배털가지 나방Dψ/u쩌α 

parvularia I 노랑무늬물결자나방Idio때l’”“ amelia이며 모두 자나방과의 종이다 출현 종에 

대한 과별로 분석하면 ， 밤나방과(No디uidae， 1 85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23종의 

자나방과(G∞뼈lridae) , 38종의 재주나방과(Nolodont때，e) ， 36종의 포충나방과(Crambidae) ， 18종의 

명 나방과(깨띠idae) , 박각시과(Sphingidae) 순이 다 

2013년도 조사에서는 총 4목 25과 421종 10， 221개체의 곤충을 채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나방 19과 404종을 분류 동정하였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총 7총 50과 

584종 7 ， 242개체의 곤충을 채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나방 22과 49 1종을 분류， 

동정하였다. 20 13년도와 2014년도 조사 결과를 모두 합치면 한탄강 유역에서 

서식하는 곤충류는 총 7목 53과 789종이다 

나방을 조사한 5개 지역의 분포를 보면 국사봉( 1 지정)과 전곡선사박물관(2지점) 

지역에는 밤나방과가 나타나는 출현도가 높고 재인폭포 (3지점) ， 종자산 

문배똘마을(4지점 ) ， 담터계곡(5지정)에는 자나방과와 독나방과의 출현 빈도수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밤나방과와 포충나방과는 자신들의 본거지에 인간 동에 의한 간섭이 

많아지면 종이 늘어나고， 자나방과와 독나방과는 그 종이 줄어든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전곡선사박물관과 그 뒤쪽에 위치하는 국사봉은 관람객이나 동산객에 

14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의한서식지 간섭이 많은지역이므로 위와 같은보고대로결과가나온것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북쪽인 담터계곡 지역에서 명나방과와 밤나방과가 적어지고 자나방과가 

많아지는 것을 볼 때 강의 상류와 북쪽일수록 비교적 자연 생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종의 다양도와 종 조성에 있어서 균을 이루고 풍부도 지수도 높게 

나타난결과를얻었다.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 지역의 곤충 군집은 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절별로 조사 기간과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종이 채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이유로는 무엇보다 군사적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 어 자연상태가 잘 보호된 지역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류 

지역으로 갈수록 명나방과와 밤나방과가 적어지고 자나방과가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사류가 하류보다 비교적 환경 생태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 의한 

교란이 적은 지역일수록 종 다양성과 종 조성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환경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는 종 풍부도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15 



두흰접무늬가지나방 
Apocolotois arnoldiaria Oberthur, 1912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길이 451Ml 내외 

분포 강원도 영안남도 일대 

각시뾰족들명나방 
Anania verbascalis. Denis & Sch iffermuller. 1775 

나비목 포충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시베리아 소아시아 스리랑카. 

인도， 유럽 

성흥시기 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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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포흥나방 
Ancylolomia japonic，α Zeller, 1887 
나비목 포충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시베리아 

성충시기 6~8월 

샘태 잔디나초본류 

외줄들영나방 
Bradina geminalis, Ca radja, 1927 

나비목 포충나방과 
날개길이 25-271M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성충시기 5~8월 

제비날개들영나방 
Analthes maculalis, Leech, 1889 
나비목 포충나빙과 

날개길이 26-351Ml 

운포 한국‘일본 
성흥시기 7~8월 

생태 기주식물은 마가목， 필배나무 

노랑다리들영나방 
Omiodes noctescens, Moore, 1888 

나비목 포충나방과 

날개길이 35-381M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네펼， 북인도. 대만 
성흥시기 5~9월 

생태 기주식물은 콩과식물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날개노랑둘영나방 
Circob。η's heterogenalis, Bremer, 1864 
나비목포충나방과 

날개킬이 24-291111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성충시기 7~8월 

닥나무들명나방 
Glyphodes pryeri, Butler, 1879 
날개길이 22-2711111 
나비목포충나빙과 

분포한국，일본.중국 
성충시기 5~9월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몸노랑들명나방 
Pleuroptya chlorophanta, Butleι 1878 
나비목포충나방과 

닐개킬이 25-271111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 스리랑카 

성충시기 5~8월 

생태 기주식물은상수리나무， 감나무. 벚나무， 침오 

동，쪽동백나무 

포도률영나방 
Herpetogramma luctuosalis, Guenée, 1854 
나비목포충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대만， 시베리아. 보르네오， 인도 

성충시기 7~8월， 9월 

생태 기주식물은 포도， 거지덩굴 

회앙목명나방 
Glyphodes perspectalis, Walker, 1969 
나비목포충나방과 

날개킬이 20-241111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성흥시기 6~7월， 8~9월 

생태 유충은 회앙목에 피해를 입힌다. 

세접노랑들명나방 
Mabra charonialis. Walker. 1859 
나비목포충나방과 

닐개길이 16-2111111 
분포 한국， 중국. 일본， 아무르 
성흥시기 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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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출기명나방 
Ostrinia scapulalis, Wa Iker, 1859 

나비목 포충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동부， 유럽동부， 인도북부 
성충시기 5~6월 7~8월 

생태 유충은 콩의 줄기나 꼬투리 속에 따고 

들어가가해한다 
※ 반훌금지종 

18 

수수꽃다리영나방 
Palpita nigropunctalis, Bremeι 1864 

나비목 포충나방과 

날개길이 29-31 11V1l 

분포 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 등지 
성흥시기 4~9월 

샘태 유충은 광나무 쥐똥나무 금목서 수수꽃 

다리 등의 잎을 가해하는 해충이다 

노랑띠들영나방 
Piletocera luteosignata, Park, 1990 

나비목 포충나빙과 

날개깅이 18-2211V1l 

분포 한국 
성흥시기 5~7월 

생태 한국특산종 

※반훌금지증 

콩맡무늬들명나방 
Piletocera sodalis, l eech, 1889 

나비목 포충나방과 
날개길이 15-1911V1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성충시기 6~9월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장미색들명나방 
Pleuroptya harutai, Inoue, 1955 
나비목포충나방과 

분포한국. 일본 
성흥시기 6~7월 

생태 침엽수의 잎을 가해하는 해층이다. 

달무늬들명나방 
Syllepte segnalis, Leech, 1889 
나비목포충나방과 

분포한국， 일본. 중국 

성충시기 6~9월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네눈둘명나방 
Pleuroptya quadrimaculalis, Kollar, 1848 
나비목포충나방과 

분포한국， 중국‘ 인도 
성충시기 6~7월 

훌검은들영나방 
Tyspanodes hypsalis, Warren, 1891 
나비목포충나방과 

날개길이 27-2911111 
분포한국，일본，중국 
성흥시기 8~9월 

구름무늬들명나방 
Pycnarmon tylostegalis, Hampson, 1900 
나비목포충나방과 

날개길이 18-2211111 
분포한국 

성흥시기 7월 

흰무늬들명나방 
Urespita tricolor, Butler, 1879 
나비목포충나방과 

날개길이 22-2511111 
분포한국，중국. 일본 
성흥시기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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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붉은부채명나방 
Lamoria glaucalis, Caradja, 1925 
나비목 영나방과 

날개길이 32-401lll1 

분포 한국， 중국， 일본 

성흥시기 6~8월 

곧은띠비단명나방 
Orthopygia glaucinalis, Linnaeus, 1758 
나비목 영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성충시기 5~10월 

20 

률보라집명나방 
Lista ficki, Christoph, 1881 
나비목 엉나방과 

날개킬이 20-26111l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네팔 

성충시기 6~8월 

샘태 기주식물은 떡갈나무 

노랑눈비단명나방 
。rybina regaliι Leech, 1889 
나비목 영나방과 

날개잃이 18-221M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성흥시기 6~9월 

주흥애기비단명나방 
Hypsopygia regina, Butler, 1879 
나비목 영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미얀마， 인도 

성흥시기 6~8월 

흰띠뾰족명나방 
Endotricha kuznetzovi, Whalley, 1863 
나비목 영나방과 

문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충시기 6~9월 

생태 산지의숲속，야산 

언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앞붉은영나방 
。ncocera semirubella, Scopoli, 1973 

나비목영나방과 

분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 시베리아 동부， 
유럽 

성흥시기 6~8월 

생태 불빛에 잘 모여든다.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상수리창나방 
Rhodoneura vittula, Gunée, 1877 

나비목장나방과 

분포한국，중국， 일본 

성흥시기 9"'10월 
생태 밤나무， 상수리나무 유충 때 상수리나무 잎을 

잘라내어 둥들게 말아서 집을 짓는다. 

앓rtJ ‘ι‘3 

j야l ‘tlt 0-10 

‘ ζr 

5triglina cancellatα Christoph, 1914 

나비목칭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성흥시기 5~8월 

생태 유충은 밤나무， 소귀나무의 잎을 말고 그 속 

에서 해훌끼친다 

흰접쐐기나방 
Austrapoda dentatα 。beπhür， 1879 

나비목쐐기나방과 

날개길이 25-28nm 
분포 한국， 일본， 종국. 시베리아 남동부 

성흥시기 6"'7월， 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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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검은푸른쐐기나방 
Latoia sinica, Moore, 1877 
나비목 쐐기나방과 

분포 효H국， 중국. 일본， 아무르. 만주， 대만 

성흥시기 5월 

극동쐐기나방 
Thosea sinensis coreana. Walker. 1855 
나비목 쐐기나방과 

날개킴이 23-25nrn 
분포 한국 

성흥시기 7~9월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노랑쐐기나방 
Monema flavescens, Walker, 1885 

나비목 쐐기나방과 

날개길이 28-35nrn 
분포 한국 일본， 시베리아 남동부 

성흥시기 6~8월 

생태 기주식물은 배나무 감나무， 버드나무 뽕나 

무.사과나무 

참나무갈고리나방 
Agnidra scabiosa, Butler, 1887 
나비묵 갈고리나방과 
분포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시베리아 남동부 

성흥시기 5~8월 

’3 

남방쐐기나방 
’ragoidesco미uncta， Walker, 1855 

나비목 쐐기나방과 

날개길이 25-27nrn 

I 
... 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아무르， 버마. 인도 

성충시기 7~8월 

얼룩갈고리나방 
Auzata minuta. Leech. 1898 
나비목 갈고리나방과 
분포 한국 

성흥시기 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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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접훌갈고리나방 
Oitrigona virgo, Butler, 1878 
나비목 갈고리나빙과 

붐포 한국， 일본， 중국 
성흥시기 8~9월 

넓은뾰족날개나방 
7농thea ampliata, Butler, 1881 
나비목 뾰족날개나방과 

분포 한국.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5~8월 

24 

세률꼬마갈고리나방 
Pseudalbara parvula, Leech, 1890 
나비목 갈고리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성흥시기 9월 

무늬뾰즉날개나방 
Thyatira batis, Li nnaeus, 1758 
나비목뾰족날개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사할린 중국， 아무르， 우수리 ， 인 
도 닙닙 。런 -::lCj-r. IrE 

성흥시기 6~8월 

생태 유충은 거문띨기 둥에 피해훌 줌 

애기담흥뾰족날개나방 
Habrosyne aurorina, Butler, 1881 
나비목 뾰족날개나방과 

낱개길이 28-36nm 
볼포 한국. 일본 
성흥시기 5~8월 
생태 기주식물은 국수나무 

네접푸른자나방 
(omibaena amaenaria, Oberthür, 1880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시베리아 

성흥시기 6~8월 

생태 해빌고도 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분포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쌍눈푸른자나방 
Comibaena argentataria, Leech, 1898 

나비목 자나밤과 

분포 한국， 일본，중국 

성흥시기 7"'8월 

언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무늬박이푸른자나방 
Camibaena procumbaria, Pryer, 1877 

나비목 자나빙과 

날개희이 20-25nrn 
분포 효댁. 일본， 중국， 대만 

성흥시기 6"'9월 

흙은다리푸른자나밤 
Culpinia diffusα Walker, 1861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극동러시아 

벚나무푸른자나방 
Gelasma iIIiturata, Walker, 1861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일본，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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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흰줄푸른자나방 
Geometra dieckmanni, Graeser, 1889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7월 

품은선두리푸른자나방 
Hemithea aestivaria. Hübner. 1799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동부에서 유럽 

성충시기 6~7월 

생태 기주식물은 소나무과， 버드나무과 호두과， 자 
작나무과， 참나무과. 뽕나무과. 장미과， 감굴과， 동 

백과， 칠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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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률푸른자나방 
Geometra gJaucaria, Ménétri용s， 1859 

나비목 자나빙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6~8월 

생태 쑥이우거진콧 

흥띠애기자나방 
Timandra comptaria, Walker, 1862 
나비목 자나빙과 

분포 한국， 일본，중국 

성흥시기 6월 

흰띠푸른자나방 
Geometra sponsaria, Bremer, 1864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9월 

뒷노랑물결자나방 
Gandaritis whiteJyi, Butler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길이 30-3411J1l 

분포 한국. 일본‘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8월 

생태 기주식물은다래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배노랑물결자나방 
Callabraxas compositata, Guenée, 1857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성흥시기 6~8월 

생태 기주식물은포도과 

슐개빛물결자나방 
Eulithis ledereri, Bremer, 1864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7월. 9~10월 

생태 기주식물은 포도， 머루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두흰줄물결자나방 
Epirrhoe supergressa, Butler, 1878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흔택‘ 일본， 중국 북부，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5~6월.7~8월 

생태 기주식물은 갈퀴덩굴 

노랑그물물결자나방 
Eustroma aerosum, Butler, 1878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길이 30-32nm 
분포 한국 일본. 극동러시아. 쿠럴 열도 

성흥시기 5~6월.7~8월 

무늬박이흰물결자나방 
Eulithis fa biolaria, Oberthür, 1884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중국 

성흥시기 6~8월 

회색물절자나방 
Gandaritis agneι Butler, 1878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킬이 20-25nm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충시기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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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노랑를곁자나방 
Gandaritis Iîxseni, Bremer, 1864 
나비목자나방과 

낱개길이 46-58nm 
분포 한국， 일본， 사힐린，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8월， 9월 

생태 기주식물은 다래나무과， 범의귀과 

흰무늬율곁자나방 
Melanthia proce/lata , Denis & Schffermüller, 1775 
나비목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성흥시기 5~6월.7~8월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샘태 

애기담혹물킬자나방 
Heteraphleps confusa, Wileman. 1911 
나비목자나방과 

낱개길이 19-20nm 
분포 한국， 일본，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7월 

얼훌물결자나방 
Typloptera be/la, Butler, 1878 
나비목자나방과 

날개길이 20-29nm 
분포 한국， 일본， 극동러시아， 중국， 대만， 미얀마 

성흥시기 5~6월.7~8월 

토막무늬율곁자나방 
Laciniodes unistirpis, Butler. 1878 
나비목자나방과 

낱개길이 20nm 내외 
분포 한국，일본，중국 

성흥시기 6~7월 

가흰롤곁자나방 
Xanthorhoe muscicapata, Christoph. 1881 
나비목자나방과 

낱개곁이 18-21nm 
분포한국，중국.일본 

성흥시기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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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얼룩가지나방 
Abraxas fulvobasalis, Warren, 1894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길이 301Tlll 내외 

분포 한국.일본 
성흥시기 5~6월.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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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노랑접가지나방 
Arichanna melanaria, Linnaeus, 1758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길이 40-481T1l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유럽 

성충시기 5~8월 

외출노랑가지나방 
Auaxa ‘ulphure, Butler, 1878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길이 46-581T1ll 

분포 한국. 중국，인도 

성흥시기 6~7월 

세률점가지나방 
Chiasmia hebesata. Walker. 1861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김이 20-271T1l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미얀마. 시베리아 남 

동부 

성훌시기 5~6월.7~8월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다색띠큰가지나방 
Macaria liturata, 디erck， 1759 

나비목 자나방과 

낱개길이 23rrm 내외 
분포 한국， 일본， 시베리아， 유럽 

성충시기 5~6월 

큰노랑애기가지나방 
Corymica specularia, Butler, 1878 
나비목 자나방과 

낱개킬이 46-58rrm 
분포 한국 일본. 대만. 인도 

성흥시기 4월， 8월 
생태 기주식물은 생강나무. 후박나무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고운날개가지나방 
。Ixymacaria normata, Alphèraky‘ 1892 
나비목자나방과 

날개길이 46-58rrm 
분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성흥시기 5월， 8월 

생태 어린 유충은 보리수 잎 뒷면과 닮아서 눈에 

잘띄지않는다‘ 

배털가지나방 
Diplurodes parvularia, Leech, 1897 
나비목자나방과 

날개링이 24rrm 내외 
분포 한국.일본.중국 
성흥시기 4~5월， 6~8월 

생태 기주식물은 신갈나무 

각시가지나방 
Chiasmiashanghaisaria, Walker, 1861 
나비목자나밤과 

낱개길이 25-28rrm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미얀마. 시베리아 남 
동부 

성흥시기 3~6월 

생태 기주식물은 버드나무과 

킬색가지나방 
Ectropis obliqua, Prout, 1915 

나비목 자나방과 

낱개김이 23-30rrm 
분포한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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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훌짤룩가지나방 
Endropiodes indictinaria, Bremer, 1864 

나비목 자나방과 

몸포 한국， 일본‘ 중국， 사할린‘ 극동러시아， 
시베리아남동부 

성충시기 4~6월. 7~8월 

생태 기주식물은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쌍접흰가지나방 
Lomographo bimoculoto, Fabricius, 1775 

나비목 자나빙과 

낱개곁이 22-29nrn 
분포 한국. 일본. 아무르 
성흥시기 6~8월 

생태 벚나무， 자작잎산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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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세률가지나방 
Hypomecis okibo, Inoue, 1963 

나비목 자나망과 

성흥시기 6월 

혹접박이흰가지나방 
Lomogropho temeroto, Denis & Schiffermüller, 1775 

나비목 자나방과 

날개길이 28nrn 내외 
분포 한국， 일본， 시베리아 남동부， 유럽 

성흥시기 7~8월 

생태 띄갈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상수리나무 

훌구름무늬가지나방 
Jonkowskio fuscorio. Leech. 1891 

나비목 자나방과 

낳개킬이 33nrn 내외 
봄포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아무르 
성흥시기 6~8월 

뽕나무가지나방 
Menophro otrilineoto, Butler, 1881 

나비목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대만. 인도 
성흥시기 6~7쩔.8~9월 

생태 뽕나무에 해를 끼친다.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토끼눈가지나방 
Phthonandria emaria, Bremer, 1864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성흥시기 6~8월 

잔물결가지나방 
Petelia rivulosa, Butler, 1879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성흥시기 7월 

언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흰제비가지나방 
。uropteryxmaculicaudariak, Motschulsky, 1866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6~8월 

헬무늬큰가지나방 
Phthonosema tendinosariα Bremer, 1864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7~8월 

훌알륙노랑가지나방 
Parec!ipsis gracilis, 8utler, 1879 
나비목 자나방과 

성흥시기 5월， 7~8월 

띠넓은가지나방 
Plagodis pulveraria, Li nnaeus, 1758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사힐린. 극동러시아， 알타이. 

우랄， 유럽 

성흥시기 5~6월 ， 7~8월 

생태 기주식물은 참나무과. 징미과. 철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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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혹가지나방 
Polymixinia appositariα Leech, 1891 

나비목자나방과 

날개길이 27-33nrn 
분포 한국， 일본.중국 

성충시기 5~7월.9월 

끝갈색가지나방 
8izia aexari.ι Walker, 1860 

나비목 자나방과 

분포 한국. 만주， 중국， 일본， 티베트 

성흥시기 6월 중순~7월 상순.8월 하순~9월 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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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밭가지나방 
Zethenia rufescentaria, Motschulsky, 1861 

나비목자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극동러시아. 
시베리아남동부 

성흥시기 5~6월.7~8월 

생태 기주식물은 소나무과 

쩔톰무늬가지나방 
Proteostrenia falcicula, Beljaev & Park, 1998 

나비목자나망과 

날개길이 33-38nrn 
※ 한국고유종 

노랑얼룩끝쩔룩가지나방(수것) 
Zanclidia testacea. Butler. 1881 

나비목 자나방과 

성흥시기 8월 

슐승나방 
Dendrolimus superanι Butler, 1877 

나비목 슬나방과 

날개길이 65-75nrn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우랄산맥에서 시베리아 동 

부，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8월 

생태 기주식물은 소나무과의 각 속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천막얼레나방 
Malacosoma neusηia， Linnaeus, 1761 
나비목 솔나방과 

낱개길이 35l1li1 내외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유럽 
성흥시기 5~8월 

밤나무산누에나방(=어스렁이나방) 
Caligula japonica, Moore, 1862 
나비목 산누에나방과 

날개킬이 105-135 l1li1 

봉포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우수리 
성충시기 9~10월 

생태 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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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나방 
Odonestis pruni, Linnaeus, 1758 
나비목 슬나방과 

날개길이 45 l1li1 내외 

분포 한국， 유럽에서 중국 대만， 일본，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7월. 8~10월 중순 

생태 기주식물은 사과‘ 배， 상수리나무 

놀색박각시 
Callambulyx tatarinovii, Bremer & Grey, 1852 
나비목 박각시과 

날개길이 31-36l1li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5~6월.8~9월 

생태 기주식물은 느릅나무 

왕물결나방 
8rahmaea certhiα Fabricius, 1793 

나비목 슬나방과 

낱개길이 30-45l1li1 

분포한국.중국 
성흥시기 5~6월， 7~8월 

생태 기주식물은 쥐똥나무. 수수꽃다리， 사절나무 

홍박각시 
Clanis bilineata, Walker, 1886 
나비목 빅각시과 

낱개길이 94-106 l1li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만주， 인도 

성흥시기 5월 중순~9월 

연천 전묵리 유적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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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흥둥률박각시 
Marumba gaschkewitschii, Bremer & Gray, 1853 

나비목박각시과 

날개킬이 35-471111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베트남， 대만 

성흥시기 5~8월 

우단박각시 
Rhagastis mongoliana, Butler, 1875 

나비목박각시과 

날개킬이 47-621111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옹고.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4~8월 

생태 기주식물은봉선화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머루박각시 
Ampelophaga rubiginosα Bremer & Gray, 1852 

나비목박각시과 

날개길이 84-881111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동북부， 시베리 

아동부，극동러시아 
성흥시기 5월초~8월말 

생태 기주식물은 포도. 머루 

꼬마버들재주나방 
C10stera anachoreta, Fabricius, 1787 

나비목재주나방과 

날개길이 13-191111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유럽 

성충시기 4~6월 . 7~9월 

주흥박각시 
Deilephila elpenα; Linnaeus, 1758 

나비목박각시과 

날개길이 57-631111l 

분포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사할린. 아무르. 히말 
라야， 북아메리카. 유럽 

성흥시기 6~9월 

접률재주나방 
Drymonia dodonides, 5taudinger, 1887 

나비목재주나방과 

날개킬이 31-381111l 내외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5~7월 

생태 기주식물은 떡갈나무， 갈잠나무. 가시나무， 신 
갈나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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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머리재주나방 
Gonoclostera timoniorum, Bermeι 1861 

나비목 재주나방과 
날개길이 25-27nvn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4~6월， 7~9월 

노고지리재주나방 
Peridea elzet, Kiriak。κ 1963 

나비목 재주나방과 

날개길이 51nvn 내외 

분포한국， 일본.중국 

성흥시기 5월.7~8월 
생태 기주식물은 상수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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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주나방 
Harpyia umbrosa, 5taud inger, 1892 

나비목 재주나빙과 

날개길이 45-51nvn 

분포 한국‘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성흥시기 6~7월 

생태 물빛을 따라서 날아오며. 일단 와서 앉은 개 
체는잘도망가지않는다 

곧은훌채주나방 
Peridea gigante.α Butler, 1877 

나비목 재주나방과 
날개월이 23-28nvn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충시기 5~6월.8~9월 

생태 기주식물은 즐참나무， 상수리나무‘ 물참나무 
밤나무 

벚나무채주나방 
Hupodonta corticafis, Butler, 1877 

나비목 재주나방과 

날개길이 52-61nvn 

분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성흥시기 6~8월 

오리나무재주나방 
Peridea oberthueri, 5taudinger, 1892 

나비목 재주나방과 

날개깅이 46-53nvn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성흥시기 5~6월.7~8월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참나무재주나방 
Phalera assimilis , Bremer & Grey, 1852 
나비목 재주나빙과 

날개길이 50-601111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성흥시기 6~8월 

겁날개재추나방 
Semidonta biloba, Oberthür, 1880 
나비목 재주나빙과 

날개길이 40-4311111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충시기 5~6월， 7~8월 

생태 기주식물은 졸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배얼룩재주나방 
Phalera grotei, Moore, 1852 
나비목재주나방과 

날개길이 75-8511111 
성흥시기 6~8월 

먹무늬은재주나방 
Wilemanus bidentatus ussuriensis, Püngeler, 1912 
나비목 채주나방과 

날개길이 34-3511111 
붐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5~6월 7~8월 

푸른곱추재주나방 
Rabtala splendid，α 。berthür， 1880 
나비목 재주나방과 

날개길이 6511111 내외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5~6월， 7~8월 

생태 기주식물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상제독나방 
Arctornis album, Bremeι 1861 
나비목 독나방과 

날개킬이 21-3711111(수컷)， 36-401ll11(암컷) 

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성흥시기 5~6월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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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수염독나방 
Ca l/iteafQ lunulatα Butler, 1877 
나비목 독나방과 

날개길이 48-5511111(수킷)‘ 7611111LH외(암킷)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5~6월. 7~8월 

붐은매미나방 
Lymantria mathur.ι Moore, 1865 
나비목 독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대만， 인도. 말레 
01시아 
성흥시기 7~8월 

생태 불빛에 모인다. 애벌레는 간혹 크게 발생해 

신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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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독나방 
Euproctis pulvereα Leech, 1888 
나비목 독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대만 
성충시기 5월.7~8월 

생태 기주식물은 벚나무속 장미속 아카시나무 

앞노랑검은물나방 
Agyl/a col/itoides, Butleι 1885 
나비목 물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6~7월 

독나방 
Euproctis sub f1ava, Bremer, 1861 
나비목 독나방과 

날개길이 30-44 l11li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동부 

성흥시기 6~8월 

샘태 유충이 많은 수종에 피해톨 입히고， 사람피부 

에 닿으면 심한 염증올 일으킨다. 
※산림해흥 

노량테물나방 
Eilema griseola, Hübner, 1803 
나비목 불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성흥시기 5~6월.8~9월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교차무늬주흥테물나방 
Miltochrista expressα Inoue, 1988 

나비목불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성층시기 5~6월.7월.9월 

즘접박이물나방 
PafGsiccia altaica. Lederer. 1885 

나비목물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시베리아 

성흥시기 5월 중순.7"'8월. 9~10월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주흥테물나방 
Miltochrista miniata. Forester. 1771 

나비목불나빙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충시기 5~6월.7"'8월 8"'9월 

검은률블나방 
Pelosia noctis, Butler, 1881 

나비목불나방과 

날개킬이 26 l1l1I 내외 

붐포 한국， 중국. 러시아 

~젖 ‘;‘찌 -

알락주흥물나방 
Miltochrista pulchera, Butler, 1877 

나비목불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성충시기 5~9월 

알락노랑물나방 
tigmatophora flava, Bremer & Grey 

나비목불나방과 

날개킬이 13-15l1l1I 

분포 한국， 일본， 종국， 대만. 시베리아， 알타이 

성충시기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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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저녁나방 
Acronicta rumicis, Linnaeus, 1758 
나비목 밤나방과 

날개길이 16-20nm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성흥시기 5"'6월， 7"'8월 
생태 독나방 같이 보이나 털에 독은 없다. 

혹접박이밤나방 
Hermonassa arenosa, Butler, 1881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성흥시기 6"'9월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높은산저벽나방 
Moma alpium, Osbeck, 1778 
나비목 밤나방과 

낱개곁이 15-18nm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성흥시기 6"'8월 

담색쌍검은밥나방 
Sineugraphe bipartita, Graeser, 1888 
나비목 밤나방과 

낱개김이 19-21nm 
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성흥시기 6"'7월 

비바리저벅나방 
Moma tsushimana, Sugi, 1982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쓰시마， 대만 

까마귀밤나방 
Amphipyra livida, Denis & Schiffermüller, 1775 
나비목 밤나방과 

날개길이 19-21nm 
분포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유럽 

성흥시기 7"'8월 
생태 기주식물은다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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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은밤나방 
Axylia putris, Li nnaeus, 1761 
나비목 밤나방과 

날개길이 15-1711l1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성흥시기 6~7월.8~9월 

한국밤나방 
Casmia trapezina 니nnaeus， 1758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성흥시기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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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셋a 

제주꼬마밤나방 
Cosmia achatina, Butler, 1879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성흥시기 5~6월 

엉깅퀴밤나방 
Niphonyx segregata, Butler, 1878 
나비목 밤나방과 

날개길이 12-1611l1l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5~6월.7~8월 

회색쌍률밤나방 
Cosmia camptostigma, Ménétriès, 1859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성충시기 6~7월 

모진밥나방 
Orthogonia sera, C & R.Feider, 1862 
나비목 밤나방과 

닐개길이 26-2811l1l 

분포 한국，일본 중국 

성흥시기 7~8월 

언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메밀거세미나방 
Trachea atrip’“,is, Linnaeus, 1758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성충시기 5월 

흰점꼬마밤나방 
Corgatha argillaceα Butler, 1879 

나비목 밤나빙과 

날개길이 17-21II1II 

분포 한국，일본 

성흥시기 5월말~8월 

언천 진곡리 유적 자연생태 

흙은가밤나방 
Earias pudicana, 5taudinger, 1887 

나비목밤나방과 

분포한국 
성흥시기 7월 

분흥꼬마밤나방 
Corgatha costimacula, 5taudingeι 1892 

나비목밤나방과 

릎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스리랑카 

성흥시기 5~6월.7~8월 

꽃무늬꼬마밤나방 
Aventiola pusilla, Butler, 1879 

나비목밤나빙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8월 

꽃꼬마밤나방 
Lophoruza pulcherrima, Butler, 1879 

나비목밤나방과 

낱개길이 13-14II1II 

분포한국.일본.중국 
성흥시기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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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노랑꼬마밤나방 
Maliattha chafcogrammα Bryk, 1984 
나비목 밤나방과 
날개길이 8-10rnn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성충시기 6~7월 

꼬마노랑뒷날개나방 
Catocala duplicata, Butler, 1885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성흥시기 7~8월 

생태 기주식물은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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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애나방 
Naranga aenescens, Moore, 1881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성충시기 5~6월.7~8월 

광대노랑뒷날개나방 
Catacala fulminea, 5copoli , 1763 
나비목밤나방과 

날개길이 13-14rnn 
분포 한국 

성흥시기 6월 

굵은출노랑뒷날개나방 
Catocala doerriesi, 5taudinger, 1888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6~7월 

작은광대노랑뒷날개나방 
Catocala koreana, 5taudinger, 1892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7~8월 

언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흰률노랑뒷날개나방 
Cotoc% seporans. Leech. 1889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성충시기 6월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연노랑뒷날개나방 
Cotoc% streckeri. 5taudingeι 1888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아무르. 우수리 

성흥시기 6~7월 

구룡무늬밤나방 
Mocis onnetto, Butler. 1878 
나비목 암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극동러시아， 종국. 대만 
성흥시기 5~6월.7~8월 

세률휠릅나방 
C%bochy/o so/ico/is, Denis & 5chiffermüller. 1775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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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은띠윌릉나방 
Gonepatica opalina, But ler, 1879 

나비목 밤나방괴 

분포 한국.일본.종국 

성흥시기 6월 

은무늬갈고리밤나방 
Plusiadonta casta. Butler. 1878 

나비목 밤나망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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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월름나방 
Naganaella timandra, Alph흔raky， 1879 

나비목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8월 

흰띠잎밤나방 
Sypnoides hercules, Butler, 1881 

나비목 밤나빙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팔 

성흥시기 6~7월 

꼬마보라쩔릅나방 
Paragabara flavomacula, Oberthür, 1880 

나비목 밤나방과 

봉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성흥시기 6~8월 

뒷노랑수염나방 
Hypena amica, Butler, 1878 

나비옥 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북부.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5~9월 

생태 기주식물은모시 

언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쌍복판눈수염나방 
Edessena hamadι Felder & Rogenhofer, 1874 

나비목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온， 극동러시아 

성흥시기 6~7월， 8~9월 

생태 기주식물은잠나무 

훌수염나방 
Paracolax trilinealis, Bremer, 1864 

나비목밤나방과 

분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연천 전곡리 유직 자연생태 

검은띠수염나방 
Hadennia incongruens, Butler, 1879 

나비목밤나방과 

분포한국， 일본， 중국 

둥근훌수염나방 
Paracolax tristalis, Fabricius, 1794 

나비목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6~8월 

세훌무늬수염나방 
Herminia arenosα Butler, 1878 

나비목밤나방과 

붐포한국.일본 
성흥시기 5~7월 

률회색밤나방 

.;;.J 

Zanclognatha griselda, Butler, 1879 

나비목밤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성흥시기 6~9월 

51 





떠둘석쩔릎나방 
Pangrapta disruptalis, Walker, 1866 

나비목밥나방과 

분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성흥시기 6~7월 

두훌명나방 
5temmataphara albifimbrialis, Hampson, 1906 

나비목영나방과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잊!I! 

앞흰무늬둘영나방 
Urespita dissipatalis, Lederer, 1863 

나비목포충나방과 

흰률연푸른자나방 
Hemistola dijuncta, Walker, 1861 

나비목자나방과 

은무늬줄명나방 
Pyralis regalis, Denis & Schiffermülleκ 1775 

나비목명나방과 

색동푸른자나방 
。chrognesia gavissima, Walker, 1861 

나비목자나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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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두리자나방 
Pachyodes superans, But ler, 1878 

나비목자나빙과 

구슬큰눈애기자나방 
Problepsis discophora, Fixsen, 1887 

나비목자나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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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굵은애기자나방 
Idaea auricruda, Butler, 1879 

나비목자나방과 

잔물결분흥애기자나방 
Scopula corrivalariα Kretschmar, 1862 

나비목자나방과 

연노랑애기자나방 
Idaea nitidat，α Herrich-Schaffer, 1861 

나비목자나밤과 

물결애기자나방 
Scopula superciliatα Prout, 1913 

나비목자나방과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검띠물경자나방 
Acasis viretatlα Hubner, ? 

나비목 자나방과 

먹훌률빛가지나방 
Calicha nooraria, Bremer, 1864 

나비목자나방과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둥노랑물결자나방 
Ecliptopera capitata, Herrich-5chaffer, 1839 

나비목 자나방과 

률무늬꼬마밤나방 
Hyposada brunnea, Leech, 1900 

나비목 밤나방과 

가량잎가지나방 
Parectropis nigrosparsa, Wileman et 5outh, 1917 

나비목자나방과 

네눈검정잎밤나방 
Diomea discisigna, 5ugi, 1963 

나비목 밤나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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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무늬잎밤나방 
Diomeajankowskii, Oberthür, 1880 

나비목 밤나방과 

노랑무늬수염나방 
Paracolax contigua, Leech, 1990 

나비목 밤나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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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드잎밤나방 
Hypostrotia cinerea, Butler, 1878 

나비목 빔나방과 

접물결수염나방 
Sinarella nigrisignα Leech, 1990 

나비목 밤나방과 

북방끝월름나방 
Pangrapta textilis, Leech, 1889 

나비목 밤나빙과 

멀검은수염나방 
Sinarella punctalis, Herz, 1904 

나비목 밤나방과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떠률석쩔름나방 
Pangrapta disruptalis, Walker, 1866 

나비목밤나빙과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낼푹밤나방 
Blasticorhinus rivulosa, Walker, 1865 

나비목밤나방과 

‘ J 

두접깨다시쩔름나방 
Prolophota trigonife~α Hampson, 1896 

나비옥밤나방과 

떠둘썩밤나방 
5apporia repetit，α Butler, 1885 

나비목밤나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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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 
수서샘물생태보고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수서생물 조사는 투망， 족대 ， 어항， 정치망， 삼각망， 어부 탐문 둥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범위는 임진강 중 상류， 한탄강， 영평천 일대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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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서생물 조사 범위(출처 구글지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수서생물은 모두 1 4과 54종이다. 출현한 어종 가운데 한국 

고유종이 가시납지리， 묵납자루 둥 23종이다 한국고유종은 해당 지역의 생물상을 

특정짓는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조사지표가된다， 이번 조사를통해 한국 고유종 

49종 중 23종을 확인하여 ， 매우 많은 한국 고유종이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인 임진강， 

한탄강에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해외종은 떡붕어 ， 블루길， 

배스 3종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전체 외래 종 중에서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인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 해외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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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어종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출현어종 중에서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종은 어름치 Hemibarbus mylodoll 1 종이고，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종은 묵납지루Achei뺑짜빵lifer， 돌상어 Gobiobotia빼빼， 꾸구리@뼈tia 

macroc때la la ， 가는돌고기 Pseudopu IIgtu뱅ia telluicoψus 4종이며 모두 임진강 상류(St l ) 에서 

발견되었다. 

임진강에서는 해류， 산란， 월동 둥의 이유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활동하는 

회유성 어류가 발견되고，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시기에 엄진강 하류를 통해 

들어오는 바닷물과 함께 이통하여 임진강 중류까지 올라오는 해산어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회유성 어종으로는 뱀장어A，’”빵1뺀s잉l 

3종이 보이며， 해산어류로는 가숭어Q빼" haematod1eihι 숭어 Cheloll cephalus, 점농어 Lateolabrax 

mnculat따 3종이다 은어와 뱀장어는 다른 종보다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북삼교나 

영평천까지 출현한다고 한다. 

임진강 상류(St1)에서만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모두 출현하여 다른 지역보다 

하천환경이 앙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구역은 수질이 좋으며 여울이 넓게 

발달하여 산란장소로 적합하여 산란기를 맞이한 많은 종들이 이곳으로 모여 활발한 

움직임을보여주고 있다. 

2015년도 조사에서 채집 확인된 종 가운데 개체수 구성비가 높은 종은 피라미zacco 

pl띠ypus ， 밀 어 Rhillogobi ll.s g;ur;1I띠 ， 참중고기 Sarcocheilicht배 vari쟁atus ‘빼 

몰개여때띠따j깨xmia“’ 쉬리αreo/eucisc따빼떠띠l“ 둥이다 그 외에는 소수 개체가 출현하였으며 

특히 흰줄납줄개Rhodeω oceJlatus α:elJatus ， 참종개 Iksooki"，w koreea’JSeS 둥은 0 .1 % 이하를 차지하는 

희소종이다 피라미는 대부분 하천에서 최우점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피라미가 개체수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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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임진강에셔 채집한 어류 상대분포도(2015) 

조사 범위의 하천 상태를 살펴보면 포천시내와 공단지역을 통과한 영평천은 

수질이 매우 나쁘며， 이 영평천의 물줄기가 한탄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영평천의 물과 

합쳐진 한탄강은 하류로 흐르면서 동두천 시내를 통과하면서 수질이 나빠진 신천과 

다시 합쳐지면서 수질이 더 나빠진다 그 다음에 임진강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비교적 깨끗한 불과 합쳐져서 흐르게 된다. 임진강은 파주시 탄현변에서 한강으로 

합쳐져 바다로 이어지게 된다. 연천 전곡리 유적을 감아돌고 있는 한탄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면 더 다양하고 많은 어류 개체수가 서식하게 될 것이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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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임진강에서 채집한 어류의 우점종과 아우점종(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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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안i 

뱀장어 
Anguil/ajaponica Temminck and 5chlegel, 1846 
뱀장어목-뱀장어과 | 강하성 어류 
몸길이 60-100cm I 형태 배지느러미가 없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 산란기 4-6월 
분포 영동 북부를 제외한 전 지역 

경기북부 훌현지 한탄강 전지역， 임진강 전지역， 

백학저수지，군남댐등 

※ 뱀장어는 알올 낳기 위해 김은 바다로 나간다. 

버들매치 
Abbattina rivulariι Basilewsky, 1855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 우리나라 고유종 
몽길이 8-15cm I 형태 지느러미에 규칙적인 
검은색줄무늬가있다 

산란기 4-6월 | 분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 
경기북부 흩현지 임진강. 한탄강 전역에 유속이 

느린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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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 
Carassius auratus, Linnaeus, 1758 
잉어목-잉어과-잉어아과 | 민물어류 
몸질이 20-40cm I 형태 입수염이 없으며， 비늘이 
크다 | 산란기 4-7월 
분포 우리나라진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경기북부 전 지역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Mori, 1935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l 우리나라 고유종 
몸킬이 10-15cm I 형태 몸통에 황색. 보라색. 
하늘색， 갈색 등 여러 색의 줄무늬가 차례로 있다， 

산란기 4-5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동해로 
흐르는하전제외) 

경기북부 훌현지 한탄강， 임진강 중상류에서 물이 

맑은여울부 

가시납지리 
Acanthorhodeus gracilis, Regan, 1890 
잉어목-잉어과-납자루아과 | 우리나라 고유종 
몸길이 8-12cm I 형태 뒷지느러미 끝이 
검은색이며 몸통 종간에서부터 꼬리지느러미 
시작 부분까지 희미한 따란색 줄이 있다 

산란기 4-8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흩현지 한탄강 잉진강의 유속이 느린 곳 

누치 
Hemibarbus labea, Pallas, 1707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l 저서성 어류 
몸길이 25-60cm I 형태 몸이 길며 납작하다. 
입은 말굳모앙으로 입솔이 두껍다. 

산란기 4-6월 | 
분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강， 하천， 

경기북부 흩현지 한탄강， 임진강 전역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참마자 
Hemibarbus langirostris, Regan, 1908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l 저서성 어류 
몸길이 15-30cm I 형태 몸통 중앙에 작은 혹점이 
일정하게 배얼되어 있다 

산란기 5-6월 l 봄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 
경기북부 흩현지 한탄강. 임진강 전역 

언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배7f人f 2.1 
Microphysogobia longidosalis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l 우리나라 고유종 
몸곁이 8-15cm I 형태 배에 비늘이 있으며 몸 
중앙에 진한 갈색 반점이 배열되어 있다. 

산란기 4-6월 | 분포 한강. 임진강. 금강 둥 

경기북부 훌현지 잉진강 중 상류 

)'l:!'늄. 

“ 

를마자 
Microphysagobio yaluensis 

잉어목-잉어과-모해무지아과 | 우리나라 고유종 

몹길이 5-12cm I 형태 배에 비늘이 없으며. 
윗입슐에 큰 돌기가 1좋 돋아 있다 

산란기 5-7월 | 분포 전국 하천(동해로 흐르는 

하천제외，. 

경기북부 흩현지 임진강과 한탄강 중 상류 전역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Temminck and Schlegel, 1846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 저서성 어류 

용길이 15-30cm I 형태 주동이가 뾰족하고 길며， 

몸 중앙과 등에 큰 검은색 반점이 6-7개와 작은 

검은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산란기 5월 | 를포 서해와 냥해로 흐르는 하천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과 한탄강 전역 

65 



<-:!!한‘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Temminck and Schlegel, 1846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 정수성 어류 

몸킬이 6-8cm I 형태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각 비늘 블마다 초승달 무늬가 있다 

산란기 5-6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한탄강， 임진강， 인근 저수지 및 

농수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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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고기 
Pungtungia herzi, Herzenstein , 1892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 저서성 어류 

몸킬이 7- lOcm I 형태 주둥이 끝부문부터 꼬리 

앙까지 두꺼운 갈색 줄무늬가 뚜렷하다 

산란기 5-6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한탄강과 임진강 전역 

참풍고기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Mori, 1927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 우리나라 고유종 
몸길이 8-10cm I 형태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북갈색이며‘ 산란기의 암컷은 산란관올 가진다 
산란기 4-5월 | 분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전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과 한탄강. 물 흐름이 약한 

곳과저수지 

두우쟁이 
Saurogobio dabryi, Bleeker, 1871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 저서성 어류 
몸킹이 40-50cm I 형태 몸이 아주 길고 뒷부분은 
가늘다. 몽 색깔은 푸른 빛이 나는 갈색이며， 

몸 중앙에 컴푸른 반점이 줄지어 있다. 

산란기 4월 | 분포 한강， 임진강， 금강， 북한의 

대동강. 압록강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종 상류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몰개 
Sq‘Jalidus japonicus coreanus, Berg, 1906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 우리나라 고유종 
몸길이 8-14cm I 형태 아주 짧은 입수염이 
있으며， 입이 비스듬히 위로 항하고 있다. 

산란기 6-8월 l 분포 한강， 금강， 닥동강， 동진강 

만경강. 영산강과 북한의 대동강 
경기북부 훌현지 한탄강과 임진강. 인근 저수지 

피라미 
Zacco platypus, Temminck and 5chlegel, 1902 
잉어목-잉어과-피라미아과 | 
몸길이 12-17cm I 형태 몸 색깔은 푸른 갈색이며. 
물이 뾰족한 분흥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나 있다. 

산란기 5-7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한탄강과 임진강 전역 

※ 우리나라 어류 중 개체수가 가장 많다.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참갈겨니 
Nipponocypris koreanus, Kim, Oh and Hosoya, 2005 
잉어목-잉어과-피라미아과 | 대한민국 고유종 

몸킬이 13-20cm I 형태 갈겨니보다 더 노란색을 
띤다 몸 중앙에는 굵은 흑갈색 가로줄이 있다-

산란기 6-8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한탄강 

* 2005년에 신종으로 기록되었다. 

강준치 
Erythroculter erythropterus, Basilewsky,‘ 1855 
잉어목-잉어과-강준치아과 | 유영성 어류 

몸길이 40-50cm I 형태 배지느러미가 붙은 
자리에서 항문까지 칼날돌기가 두드러지게 

솟아 있다 산란기 5-7월 
분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강이나 하천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한탄강에서 수량이 

많고갚은콧 

i를~.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ι Berg, 1940 
잉어목-잉어과-피라미아과 | 유영성 어류 
몸길이 20-40cm I 형태 V자 모앙의 입을 가지고 
있으며， 입수염은 없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다. 

산란기 5-6월 l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동해로 
흐르는하천제외) 
경기북부 훌현지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수량이 

풍부한곳 

살치 
Hemiculter leucisculus, Basilewsky, 1855 
잉어목-잉어과-강준치아과 | 유엉성 어류 
몸길이 20-30cm I 형태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다. 가슴지느러미 뒤쪽에서 항문까지 

융기연이 이어진다. 

산란기 6-7월 | 분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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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종개 
Iksookimia koreensis, Kim, 1975 
잉어목-01꾸리과 |대한민국 고유종 | 톨킬이 lO-l8cm 
형태 입수염이 3쌍이다. 몸통 아래쪽은 너비가 

좁은 역삼각형의 갈색 가로무늬가 있고， 위쪽은 

구름 모앙이 불규칙하게 있다 꼬리 지느러미 잎 

쪽에 혹점이 하나 보인다.1 산란기 5-6월 

분포 임진강， 한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과 마옵천.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과 한탄강의 중 상류 

* 우리나라 연구자에 의해 신종으로 기혹된 
최초의 어류이다.1975년 김익수 박사가 신종으로 

발표하였다. 

L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Uchida, 1990 
메기목-동자개과 1 대한민국 고유증 
몸길이 25-30cm 1 형태 옴에 비늘이 없고， 
가슴지느러미 가시는 매우 딘단하며 안팎으로 

톱니가있다. 
산란기 5-6월 | 분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 

경기북부 흩현지 임진강과 한탄강 종류. 특히 

장마절 기간 동안 임진강 북삼교에 무리지어 

서식한다.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새코미꾸리 
Koreocobitis rotundicaudata, Wakiya and Mori, 1929 
잉어목-미꾸리과 | 대한민국 고유증 
몸결이 12-20cm 1 형태 주둥이가 길고 입이 
주둥이 아래에 있다. 눈 앞에는 물이 둘로 

갈라지고 세울 수 있는 가시가 있다 

산란기 5-6월 ! 분포 임진강과 한강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한탄강 중 상류 지역 

릉가리 
Liobagrus andersoni, Regan, 1908 
메기목-홍가리과 | 대한민국 고유증 

몸킬이 약 10cm 1 형태 머리는 메기처럼 닙작한데 
주둥이는 특히 납ξ「하다， 가슴지느러미의 가시는 

굵고 단단하며 안쪽에 1-3개의 작은 가시가 있다 

산란기 5-6월 | 분포 한강. 임진강. 안성천. 
무한천.삽교전등.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한탄강의 중 상류 

눈늠* 

대농갱이 
LeioCQssis ussuriensis, Dybowski, 1871 
메기목-동자개과 | 저서성 어류 
몸겉이 40-50cm 1 형태 가슴지느러미 안쪽에만 
크고 단단한 가시가 있으며. 그 안쪽에만 12-
18개의톱니가있다. 

산란기 5-6월 | 분포 임진강， 한강， 금강. 대동강‘ 
압록강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한탄강의 종류 

대를송사리 
Oryzias sinensis, Chen, Uwa and Chu, 1989 
동낄치목-숭사리과 

몹길이 3-4cm 1 형태 송사리와 형태가 비슷하나 

크기가 약간 작다. 신란기의 수것은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검은색으로 변한다. 

산란기 5-7월 | 분포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 
서해안의섬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중 하류， 전곡읍 시내 

근처의 농수로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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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 
Rhinogobius giurinus, Temminck and 5chlegel, 1845 

농어목-망퉁어과 

몸김이 6-8cm I 형태 머리에 비늘이 없고 
위아래로 납작하다. 옆줄이 없으며 몸 중앙에 7개 

정도의 큰 암갈색 반점이 있다. 

산란기 5-7월 | 붐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한탄강 

용 밀어는 톨 밑의 률은 톰에 일을 한 흥으로 

몰이며 ， 산란 후에는 수것이 it울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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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지 
Coreoperca herzi, Herzenstein, 1896 
농어목-쩍지과 | 대한민국 고유종 
용김이 15-30cm I 형태 몸은 진한 갈색이며 
전체에 밝은 색 반점이 있다 

산란기 5-6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임잔강， 한탄강 중 상류 

* 주변 색에 맞추어 자신의 몹 색강을 바문다. 

。

。

。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5teindachner, 1892 
농어목-쩍지과 | 저서성 어류 

몹곁이 60- 70cm I 형태 황갈색 바탕의 몸에 둥근 
갈색반점(표범무늬)이 흩어져 있다. 둥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에 작은 혹갈색 반점이 

흩어져있다 

산란기 5월 하순-7월 상순 | 붐포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큰 강과하천. 대형 댐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한탄강 중류 

어톰치 
Hemibarbus mylodoκ Berg, 1907 
잉어목-잉어과-모래무지아과 

대한민국 고유종， 천연기념물 제238호(금강의 
어륨치) 제259호(전국의 어륨치) 
몰길이 20-45cm I 형태 몸의 측면에는 동공 
크기보다 약간 작은 검은색 점으로 이러지는 줄이 

7-8개 있다 

산란기 4-5월 | 운포 한강. 임진강. 금강의 상류 

경기북부 흩현지 임진강， 한탄강의 중 상류 

* 2015년도 조사에서 임진강 군남댐 하류에서 

확인되었다. 

* 어톰치는 톨실이 느린 여율에 암옳 낳고 나면 
작은 자길율 를어 날라 탑률 쌓아 율리는데 이것옳 

산란탑이라고 한다. 다혼 률고기가 자신툴의 앓 

먹는 것율 막기 위해서이다.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접농어 
Lateolabrax maculatuι McClelland, 1844 
농어목-농어과 | 

몸길이 10-100cm I 형태 주둥이가 짧고 아래턱이 
돌훌되어 있으며 ， 아래턱 아래쪽에 비늘이 있다 

둥과 옴에 동공 크기의 검은 점들이 훌어져 있다 

산란기 9-10월 | 분포 서해와 남해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의 고량포구까지 올라온다 

연전 전특리 유적 자연생태 

숭어 
Mugil cephalus Li nnaeus, 1758 
숭어목-숨어과 | 이동성 어류 

몸킬이 50-70cm I 형태 가슴지느러미 위쪽에 
따란색 반점이 있다 기름 눈꺼풀이 있으며 옆줄은 

없다 

산란기 10-11월 | 분포 우리나라 전 수역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하류와 고랑포구까지 

계절적으로이동한다. 

)'=!!'늠? 

얼룩동사리 
。dontobutis interrupta Iwata and Jeon, 1985 

농어목-동사리과 | 대한민국 고유증 
몹길이 15-20cm I 형태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한데 몸통은 크고 타원형이다. 흑갈색이나 

회갈색의 옴에 크고 작은 반점이 흩어져 있다 

산란기 4-6월 1 분포 영산강 이북에서 서해로 
흐르는강과하천 

경기북부 훌현지 임진강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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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유적 일원에서 조사하여 확인된 식물상은 62과에 속하는 187분류군이며， 양치식물 

2과 3종， 나자식물 3과 7종， 피자식물 57과 177종으로 분류된다 법정보호종 

(천연기념물，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 . n 급)은분포하지 않았으며，특산종인 매 

자나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물쑥， 

해국， 사시나무， 이팝나무， 확벽나무 둥 총 15과 17종이 조사되었으며， I - m 퉁급에 

해당하는 식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 

표1 조사지역 내에 분포하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학 명 국명 현지조사 생훨형 비고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 M 111 

Aspidiaceae 면마과 
Dryopteris austriaca (Jacq.J Woynor ex 5chinz 퍼진고사리 @ H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Berberis koreana Palibin 매자나무 @ N 특， 111 

Betulaceae 자작나무과 
Betula dovurico Pallas 물박달나무 @ M 

Compositae 국화과 
Artemisia selengensis Turczaninow ex Besser 물쑥 @ H 식 ， 1 

Aster spathylifolius Maxim. 해국 @ Ch 식， 1 

Cuoressaceae 측백나무과 
Juniperus chinensis L. 항나무 @ M 111 

티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glabra Thunb 보리장나무 @ M 식， 111 

Oleaceae 툴푸레나무과 
Chionanthus retusus Lindley et Paxton 이팝나무 @ M 식， 11 

Pinaceae 소나무과 
Pinus koraiensis 5iebold & Zuccarini 잣나무 。 M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camtschatica Chamisso ex Link 개질경이 @ H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염 @ G 
Rutaceae 운항과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황벽나무 @ M 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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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caceae 버드나무과 
Popu/us davidiana Dade 사시나무 

Taxodiaceae 주옥과 
Cepha/otaxus koreana Nakai 개비자나무 

Taxus cuspidata Siebo/d & Zucc. 주목 

Ulmaceae 느릅나무과 
U/mus pumi/a Linnaeus 비술나무 

합계(종) 

※ 1 , ll , m - 각각 1 , U, m 둥급의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 특 : 특산종， 식 식재종 

@ M 식 ， 1 

@ M 
@ M 111 

@ M 식， 111 

17증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서로 다른 지역의 환경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 주고， 서로 

유사한 지역의 환경은 서로 유사하게 표현해 주는데 이용되는 분류군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학술적，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식물 중 우리나라의 고유한 식물 또는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서식지 감소 및 서식 환경 악화둥에 따라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어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식물을말하며 분포지역의 범위에 따라 5퉁급으로구분할수있다(표2) 

구분 

V등급 

N등급 

111 등급 

11 등읍 

|듬급 

표2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식물구계학적특정종 

국내에 고립되어 분포하거나 물연속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가장 협소한 지역에 나타 

나는분류군임 

북방계나 남방계식물로서 1개 아구에만 분포하는 분류군임 

2개의 아구에 분포하는 분류군임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고도 약 1,OOOm 이상인 지역에 분포하는 분류군임 

북방계 또는 님방계식물이지만 3개 아구에 걸쳐 분포하는 분류군임 

유적 일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화식물은 달맞이꽃， 아까시나무， 족제비싸리 ， 

개망초， 가시박 동 총 6과 16분류군인데， 식생의 교란정도 및 도시화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군이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인 미국쑥부쟁이 ， 돼지풀 및 

단풍잎돼지풀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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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귀화식물목록 

비고 

교
 
교
 
교
 

교 

재
 깨
 깨
 

N 

MM 

Th 

생활형 

Th 
Th 
H 

Th 
Th 
Th 
Th 

H 

Th 

@ 

@ 

@ 

@ 

@ 

@ 

@ 

현지조사 

@ 

@ 

@ 

@ 

@ 

@ 

@ 

@ 

미국실새삼 

둥근잎나필꽃 

애기나띨꽃 

족제비싸리 

아까시나무 

달맞이꽃 

국명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개망초 

망초 

털별꽃아재비 

서앙민들례 

가시박 

학 

Compositae 국화과 

Ambrosia artemisiifolia 

Ambrosia trifida var. trifida 

Aster pilosus 

Bidens frondosa 

Erigeron annuus 

Erigeron canadensis L 

Galinsoga ciliata 

Taraxacum officinale 

Convolvulaceae 메꽃과 

Cuscuta pentagona Engelm 

Iphomoea purpurea (L.) Roth 

Ipomoea lacunosa L 

Cucurbitaceae 박과 

Sicyos angulatus L. 

Leguminosae 콩과 

Amorpha fruticosa 

Robinia pseudo-acacia 

Onagraceae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Phytolaccaceae 자리공과 

Phyt이acca amerlcana 

명 

@ 

합계(종) 

.;< M-대형지상식물(교목l ， N-소형지상식물(관목l ， E-착생식물， Ch -지표식물， 

H-반지중식물， G-지중식물， HH-근생수생식물， Th-일년생식물， 교.생태교란종 

G 

16종 

미국자리공 

조사 범위 내에 있는 차탄천， 한탄강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식물상은 22과에 

속하는 54분류군이 확인되 었으며， 양치식물 1과 1종， 피자식물 2 1과 53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망초， 단풍잎돼 지풀， 망초， 미 국가막사리， 둥근잎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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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나팔꽃 둥 총 10종의 귀화식물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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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유적지 일대의 산지와 하천변에 분포하는 주요 수종을 살펴보면 이차림 

중에는 상수리나무와 갈참나무가 주요 수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식재 수종으로는 

스트로브잣나무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근 한탄강의 둔치 지역에는 

물억새를 중심으로 단용잎돼지풀 달뿌리풀 돌피 둥이 주요 수종들로 분포하고 있다

한탄강의 수변부에는 개여해， 달뿌리풀， 물쑥 둥을 중심으로 소리쟁이， 선버들， 쇠뜨기， 

팽이사초， 미국가막사리 ， 방동사니， 바랭이 ， 쑥 퉁이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곡선사유적지와 그 주변， 그리고 인근 한탄강 일대의 

식물상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저산지 구릉지와 하천변에 일반적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위적인 수종의 식재와 관리의 영향으로 

전곡선사유적지에는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사시나무， 튜울립나무， 벚나무， 

산딸나무， 이팝나무 둥 식재한 수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천변올 포함한 전곡선사유적지에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가막사리 ， 

둥근잎나팔꽃， 애기나팔꽃， 미국실새삼， 달맞이꽃，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둥 

귀화식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이 중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은 환경부 지정 

위해 귀화식물로서 인간 건강과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1 식물상조사범위 

생혜 

. 여전 쭈언초서 J쩌 

口 엉혹션사유쩍지 죠시 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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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톨빼 멀톨톨I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소나무과 

분포지역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 
꽃 5월 | 열매 9월 1 나무형 바늘잎 큰키나무 

잉차례 모여나기 

특징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소나무속 중에서 잎이 

5장씩 뭉쳐 달리고， 열매가 성숙해도 열리지 않고 

닫혀있음 

난티잎개암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자작나무과 

꽃 3월 l 열매 9~10월 | 나무형 낙엽활업관목 
입차례 어긋나기 

륙징 작은 가지에 있는 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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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I I톨:輩 

훌 I ‘ )‘I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침나무과 

분포지역 중부 이남 전국 산지 

끓 5월 1 열매 10월 | 나무형 닝엽활엽교목 
잎차례 어긋나기 

를징 꽃은암수한그루 

-뒀--↓‘ 
π갓?휴칭.버l 
i셋r.팩l 

、‘.

廳
갈참나무 
Quercus aliena Blume 

침나무과 

분포지역 중부 이남 전국 산지 
훌 5월 | 열매 10월 | 나무헝 낙엽휠엽교목 
잎차례 어긋나기 

를징 나무껍질은 그물처럼 알게 갈라짐 

상수리나무(열매) 

갈칩나무(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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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덩쿨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뽕나무과 

꽃 7~8월 | 열매 9~10월 | 덩굴성 한해살이풀 

잎차례 마주나기 

를징 환삼덩굴은 하천이나 습지 생태계의 구성원이 

아니라 쓰레기터나 훼손된 들과 같은 물결한 서식 

환경을 지표하는 진개식물군락의 진단종임 

산뽕나무 
Mours australis Poiret 

뽕나무과 

훌 5월 | 열매 6~7월 | 나무형 닥업활업소교목 

잎차례 어긋나기 

를징 잎의 가장자리에 심한 결각이 있거나 혼적이 

이음 

언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떡갈나무 
Quercus dentata Thunb 
참나무과 

풍 3~4월 ! 얼매 10월 l 나무헝 낙엽활엽교목 
잎차례 어긋나기 

톰징 잎 가장자리에 커다린 톱니. 잎 뒷언에 굵은 

성모(星毛)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ñda Bunge 

장미과 

풀 4~5월 l 얼매 9~10월 | 나무형 닝엽활엽교목 
잎차례어긋나기 

특징 산사나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서식하 

는 전형적인 대룩형 나무임 

떡갈나무(멸매) 

산사나무(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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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여뀌 
Persicaria hydrapiper (L.) Delarbre 
마디풀과 

꽃 7~9월 | 열매 10월 | 한해실이풀 
잎차례 어긋나기 

특징 물터 가장자리， 하천이나 개올가에 흐르는 물 

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땅에서 살며‘ 일시적으 

로 적합한 서식환경이 만들어지연 종자은행에서 일 
제히 발아하여 군락을 만듬 

백목련 
Magnalia denudata Desr 
목련과 

꽃 3~4월 | 얼매 9월 | 나무형 낙엽휠엽교목 
잎차례 어콧나기 

톰짐 꽃잎과 꽃받침이 서로 구분되지 않음 

82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마디물과 

꽃 6~7월 | 열매 7~8월 1 여러해실이 
잎차례 모여나기 어긋나기 

룩짐 불결한 토지 환경에서 서식 

가시박 
5icyos angulatus L 
빅과 

꽃 6~9월 | 얼매 7~ 10월 | 덩굴성 한해살이풀 
앞차례 어콧나기 

륙징 생태계 교란식물로 1990년대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 

소리쟁이(열매) 

뱀딸기 
Duchesnea chrysantha (Zoll & Mor) Miquel 
장미과 

꽃 4~6월 | 얼매 5~7월 | 여러해실이 
잎차례 모여나기 어콧나기 

‘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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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딸기 
Rubus crataegifolius Bunge 

장미과 

꽃 5~6월 1 얼매 7~8쩔 | 나무형 낙엽활엽관목 
잎차례어긋나기 

특징 줄기에 밑을 항하는 가지 있음 

힘 
Pueraria lobata (Wi ld.) Ohwi 

콩과 
풀 7~8월 | 열매 9~10월 | 여러해살이 덩굴식물 
잎차례어긋나기 

를징 왼쪽으로 감기는 덩굴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오이풀 
5anguisorba officinalis L. 

장미과 
꽃 7~9월 | 열매 9월 | 여러해실이 

잎차례 모여나기 어긋나기 

를징 상처를 내연 오이항이 남 

!’ ’‘ 

、‘

r.-.:::.l 

흙나무 
Rhus javanica L. 

윷나무과 

• ‘ -

’‘ 、

넉 .. 

r “ t 

‘ 

‘ 

‘격깐‘ 

‘< 1 J앙i 
‘’ 

꽃 7~8월 1 열매 8~11월 | 나무형 낙엽휠업소교목 
잎차례 어긋나기 
를징 암수띤그루.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임연식생을 

대표하는선구식물 

싸리나무 
Lespedeza bicolorTurcz. 

콩과 
훌 7~8월 | 열매 1O~11월 | 나무형 낙엽활엽관목 
잎차례 어긋나기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ι) Planch 

포도과 

풀 6~7월 l 얼매 8~10월 | 낙엽덩굴 
잎차례 어긋나기 

특징 잎과 마주나는 덩굴손 묻부분에 빨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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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

미국실새삼 
Cuscuta pentagona Engelm 

메꽃과 

꽃 7~9월 | 얼매 8~9월 | 한해살이 덩굴성 기생 

식물 
잉차례 어콧나기 

혹징굉합성색소가없응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 Zucc 

운항과 

훌 7~8월 | 열매 9~10쩔 | 나무형 닥엽훨엽관목 
잎차례 어긋나기 

를징 작은 잎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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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윷 
fpomoeanil ι.)Roth 
메꽃과 

풀 7~8월 | 열매 8월 | 한해살이 덩굴성 초본 

잎차례 어긋나기 

꽃며느리밥풀 
Melampyrum roseum Maxim 

현삼과 

끓 7~8월 | 엎매 10월 | 한해살이풀 
잎차례 마주나기 

단풍잎돼지풀 
Ambrasia trifida L. 

국화과 

꽃 7~9월 | 열매 8~10월 1 한해실이풀 

잎차례 마주나기 
를징 번식력이 강한 귀화식물 

왕고둘빼기 
Lactuα1 indica var. laciniata (O.Kuntze) Hara 

국화과 

꽃 7~10월 | 얼매 1O~11월 | 해넘이한해살이풀 
잎차례 어긋나기 

를징 사람을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터주식물 

연천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서앙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F.H.wigg 

국화과 

꽃 3~9월 | 열매 10월 | 여러해살이 
잎차례 모여나기 어긋나기 

를징 사람을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터주식물 

닭의장울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과 

꽃 6~8월 | 열매 8월 | 한해실이풀 
잎차례 어긋나기 

특징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서， 닭의장풀이 

있으연 분영히 물기가 비친다는 의미 

연전 전곡리 유적 자연생태 

산부추 
Allium thunbergii G.Don 

백합과 

꽃 8~9월 | 열매 9월 | 여러해살이 
잎차례 겹쳐나기 

특징 씨방 밑동에 꿀주머니가 있음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 f1 0urs (Maxim) Hack 

벼과 
꽃 9월 | 열매 9~10월 | 여러해살이 

잎차려| 어긋나기 

특징 마디에 긴 털이 있으며 은백색의 꽃이 핀다 
울억새는 물터에 사는 억새라는 의미로 늘 물에 

잠기는 곳이 아닌， 적어도 1년에 한두번 울에 잡기 

는콧에서 살고있응 

정가시덩굴 
Smilax sieboldii Miq 

백합과 

꽃 6월 l 열매 9~10월 | 낙엽덩굴 
잎차례 어콧나기 

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벼과 
꽃 9월|여러해실이 

잎차례어긋나기 

특징 여러 맥 종에서 가운데 맥이 희고 굵은 것을 
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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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3년도 한탄강 인근 지역에 훌현하는 나방의 과멸 종수 

종수 
연번 과명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합계 

Crambidae 포충나방과 22 8 19 10 32 91 

2 Pyralidae 영나방과 14 9 6 3 9 41 

3 Thyrididae 장나방과 2 2 

4 Limacodidae 쐐기나방 4 2 4 7 18 

5 Drepanidae 갈고리나방과 2 3 2 7 

6 Thyatiridae 뾰족날개나방과 2 4 8 

7 Geometridae 자나방과 56 9 35 36 73 209 

8 Ep미Ip미lemπ띠nidae 쌍꼬리나방과 

9 Lasiocampidae 솔나방과 2 2 5 

10 Bombycidae 누에나방과 

11 Brahmaeidae 왕물결나방과 

12 Sphingidae 박각시과 3 4 8 

13 Notodontidae 재주나방과 13 4 7 25 

14 Lymantriidae 독나방과 6 3 5 4 5 23 

15 Arctiidae 불나방과 13 3 13 19 18 66 

16 Ctenuchidae 애기나방과 3 

17 N∞tuidae 밤나방과 90 24 37 25 55 231 

총계 228 58 123 111 220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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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탄강 인근 지역에 출현하는 나방류의 과멸 종류 

과명 4월 5월 6월 i 7월 8월 9월 10월 합계 

Cossidae 굴벌레나방과 0 0 0 0 0 0 

Crambidae 포충나방과 7 14 20 12 6 61 

Pyralidae 명나방과 4 13 3 0 0 22 

Thyrididae 창나방과 0 0 0 0 0 2 

Limacodidae 쐐기나밤과 0 0 0 9 0 11 

Drepanidae 갈고리나방과 4 4 2 0 0 12 

Cyclidiidae 왕민갈고리나방과 0 0 0 0 0 0 

Thyatiridae 뾰족날개나방과 2 3 2 5 2 2 2 18 

Geometridae 자나방과 41 50 34 24 23 26 7 205 

Lasiocampidae 솔나방과 0 0 2 0 0 4 

Bombycidae 누에나방과 0 0 0 0 0 2 

Brahmaeidae 왕물결나방과 0 0 0 0 0 2 

Saturniidae 산누에나방과 0 0 0 4 

Sphingidae 박각시과 4 5 3 12 1 0 0 25 

Notodontidae 재주나방과 11 6 8 24 4 0 54 

Lymantriidae 독나방과 3 4 2 6 2 0 18 

Arctiidae 물나방과 2 4 5 9 4 0 25 

Noctuidae 밤나방과 46 37 25 71 40 33 27 279 

합계 120 123 97 201 94 ! 71 40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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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5년 임진강과 한탄강에서 훌현하는 어류 종 목록 

종명 
Station 

; 정치망 
1 j 2 j 3 

백학 i 삼각망및탐문 
저수지 2 j 3 

Family Anguillidae 뱀장어과 

AnguilJa japonica 밸장어 。 。 。

Family Cyprinidae 잉어과 

Subfamily Cyprininae 잉어아과 

Carassius auratus 붕어 3 。 。 。 。

口 Carassius curvieri 떡붕어 。 。 。 。

Cyprinus carpio ~Oi 。 。 。 。

Subfamily Achei lognathinae 납자루아과 

@ Acanthorhodeus gracilis 가시납지리 。

Acheilognathus lanceolata 납자루 。

Acheilognathus rhombeus 납지리 2 。

~ . Acheilognathus signifer 묵납자루 。 。

@ Acheilognathus yamatsutae 줄납자루 18 10 。

Rhodeus ocellatus ocellatus 흰줄납줄개 2 。

@ Rhodeus uyekii 각시붕어 。

Subfamily Gobioninae 모래무지아과 

Abbottina rivularis 버들매치 13 

@ Coreoleuciscus splendidus 쉬 리 56 2 2 。 。

。 . Gobiobotia brevibarba 돌상어 3 

~ . Gobiobotia macrocephala 꾸구리 3 

Hemibarbus labeo 누치 5 25 26 。 。 。

Hemibarbus longirostris 침마자 14 6 。 。 。

@。 Hemibarbus mylodon 어름치 。

@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배7 μ}리 37 11 

@ Microphysogobio yaluensis 돌마자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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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gobio esocinus 모래무지 15 9 。 。 。

@ . Pseudopungtungia tenuicorpus 가는돌고기 

Pseudorasbora parva 잠붕어 2 37 。 。

Pungtungia herzi 돌고기 52 58 7 6 。 。 。

@ 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 중고T 。

@ Sarcocheilichthys variegatuswakiya 참중고기 150 5 20 

Saurogobio dabryi 두우쟁이 。

@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침몰개 2 

@ Squalidus gracilis majimae 긴몰개 5 

@ Squalidus japoniω5 coreanus 몰개 6 100 。

Subfamily Danioninae 피라미아과 

@ Nipponocypris koreanus 참갈겨 니 6 。 。

Opsariichthys uncirostris 끄리 8 3 2 。 。

Zacco platypus 피 라미 406 330 513 。 。

Subfamily Cultrinae 강준치아과 

Erythroculter erythropterus 강준치 。 。 。 。

Hemiculter leucisculus 살치 。

Family Cobitidae 미꾸리과 

@ Iksookimia koreensis 잠종개 2 

@ Koreocobitis rotundicaudata 새코미꾸리 4 12 6 6 

Family Siluridae 머 1 71과 

@ SiJurus microdorsalis 미유기 。

Silurus asotus 머171 。 。

Family Bagridae 동자개과 

Leiocassis ussuriensis 대농갱이 3 。 。 。

@ Pseudobagrus koreanus 눈동자개 3 311 。 。 。

@ Liobagrus andersoni 퉁가리 11 7 。

91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은어 。 。 。

Chelon haematocheilus 가숭어 。

Chelon cephalus 숭어 。

Oryzias sinensis 대륙송사리 5 

Rhinogobius giurinus 밀어 46 17 138 2 

Family Centropomidae 쩍지과 

@ Coreoperca herzi 쩍지 13 2 16 。 。 。

Siniperca scherzeri 쏘가리 8 。 。 。

Family Moronidae 농어과 

Lateolabrax maculatus 점농어 。

Family Centrachidae 검정우럭과 

디 Lepomis macrochirus 블루길 。 。 。

디 Micropterus salmoides 배스 。 。 。 。

Family Channidae 가물치과 

Channa argus 가물치 。 。

Family Tetraodontidae 참복과 

Takifugu obscurus 황복 

f그5ζ -“r 23 24 21 14 

개체수 862 504 880 377 

총종수 54종 

@ 고유증 。 천연기념물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n 외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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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분류군 학명 

Equisetaceae 속새과 

앙치식물 Equisetum arvense 

Aspidiaceae 면D~고f 

양치식물 Athyrium yokoscense 

양치식물 Dryopteris austriaca (Jacq.) Woynar ex Schinz 

Cupressaceae 흑백나무과 

나자식물 Juniperus rigida S. et Z. 

나자식물 Juniperus chinensis 

Pinaceae 소나무과 

나자식물 Pinus densiflora S. et Z 

나자식물 Pinus koraiensis 

나자식물 Pinus strobus L. 

Taxodiaceae 주목과 

나자식물 Cephalotaxus koreana Nakai 

나자식물 Taxus cuspidata S. et Z. 

Salicaceae 버드나무과 

피자{쌍) Pop니 lus davidiana Dode 

피자{쌍) Populus tomentiglandulosa 

띠자(쌍) Salix koreensis 

띠재쌍) Salix subfragilis Andersson 

Valerianaceae 마타리고} 

피지{쌍) Patrinia vill∞a (Thunberg) Jussieu 

띠재쌍) Valeriana fauriei Briquet 

Betulaceae 자작나무과 

피자〈쌍) Corylus heterophylla Fischer. 

피자(쌍) Corylus heterophylla var. thunbergii 

IlI^~쌍) c。이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Maxim.) Schneider 

피자(쌍) Betula davurica 

국명 

2016년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 식물 채집 목록 

현지조사 : 하천주변 생활형 비고 

쇠뜨기 @ @ G 

범고사리 @ H 

퍼진고사리 @ H 

노간주 @ M 

항나무 @ M 

소나무 @ M 

잣나무 @ M 식 

A. E로브잣나무 @ M 人-「1

개비자나무 @ M 

21EE 「E @ M 

사시나무 @ M 식 

은사시나무 @ M λ-「1

버드나무 @ M 人-「1

선버들 @ @ M 

뚝갈 @ H 

쥐오줌물 @ G 

난티잎개암나무 @ M 

개암나무 @ M 

물개암나무 @ M 

물박달나무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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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륙군 학명 국명 현지조사 ; 하천주변 생활형 : 비고 

Fagaceae 참나무과 

피재쌍) Castanea crenata 밤나무 @ M 

띠재쌍) Quercus acutissima 상수리나무 @ M 

피자〈쌍) Quercus aliena 갈참나무 @ M 

띠지{쌍) Quercus dentata 떡갈나무 @ M 

띠자{쌍) Quercus mong이|∞ 신갈나무 @ M 

nl지{쌍)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 M 

피재쌍) Quercus serrata 졸참나무 @ M 

Ulmaceae 느릅나무과 

피자{쌍) Celtis sinensis Persoon 맹나무 @ M λ-「|

피재쌍) Ulmus pumila Linnaeus 비솔나무 @ M A-「l

nl자{쌍) Zelkova serrata 느티나무 @ M 

Moraceae 뽕나무과 

피재쌍) Humulus scandens (Lour.) Merr. 한삼덩굴 @ @ Th 

피재쌍) Morus alba 뽕나무 @ Th 

nl;:K쌍) Morus bombycis 산뽕나무 @ M 

Urticaceae 쐐기풀과 

피;:K쌍) Pilea mong이ica Weddell 모시물통이 @ Th 

Polygonaceae 마디풀과 

피자(쌍) Persicaria hydropiper 여뀌 @ HH(Th) 

띠재쌍) Persicaria longiseta 개여뀌 @ @ 까1 

피재쌍) PerSicaria nodosa (Pers∞n) Opiz 영아자여뀌 @ @ 까1 

nl자(쌍) Persicaria perfoliata 며느리배꼽 @ Th 

피재쌍) Polygonum aviculare 마디풀 @ Th 

띠재쌍) Rumex crispus 소리쟁이 @ @ H 귀 

Phylolaccaceae 자리공과 

피자{쌍) Phyt이acca amen∞na 미국자리공 @ G 귀 

Portulacaceae 쇠비름과 

끄|자(쌍) p。끼ulaca oleracea 쇠비름 @ @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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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학영 국명 : 현지조사 하천주변 생활형 : 비고 

Amaranthaceae 비름과 

띠자(쌍) Amaranthus lividus 개비름 @ @ Th 귀 

피재쌍) Amaranthus retroflexus Linnaeus 털비름 @ @ Th 

Caryophyllaceae 석죽과 

rrl자(쌍) Stellaria aquatica 쇠별꽃 @ Th 

피재쌍) Melandryum firmum 장구채 @ Th 

Chenopodiaceae 명아주과 

피재쌍)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영아주 @ @ Th 

피자(쌍) Chenopodium ficifolium 좀영아주 @ @ Th 

띠자(쌍) Chenop。이um glaucum 취명아주 @ @ Th 

Magnoliaceae 목련과 

피재쌍) Liriodendron tulipifera L. 튜울립나무 @ M 식 

피재쌍) Magnolia denudata 백목련 @ M 식 

피재쌍) Magnolia stellata 별목련 @ M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피재쌍) Berberis koreana Palibin 매자나무 @ N 
E「드 

산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피재쌍) Clematis apiifolia 사위질빵 @ N 

Lardizabalaceae 으름정굴과 

피자{쌍) Akebia quinata 으름덩굴 @ N 

Cucurbitaceae 박고} 

피재쌍) Sicyos angulatus L 가시박 @ @ Th 귀 

Menispermaceae 방기과 (새모래덩굴과) 

피재쌍) Menispermum dauricum 새모래덩굴 @ N 

Papaveraceae 앙귀비과 

rrl자{쌍)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똥풀 @ @ Th 

Cruciferae 십자화과 

피재쌍) capsella bursa-pastoris 냉이 @ @ Th 

피재쌍) Lepidium apetalum Will 다닥냉이 @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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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학명 국명 ; 현지조사 하천주변 생활형 비고 

Cruciferae 십:q화고} 

피재쌍) Rorippa gloOOsa (Turczaninow) Hayek 구슬개갓냉이 @ @ H 

피재쌍) Rorippa palustris 속속이물 @ @ Th 

Crassulaceae 돌나물과 

띠재쌍) Sedum satmentosum 돌나물 @ @ H 

Rosaceae 장미과 

피재쌍) Crataegus pinnatifida 산사나무 @ M 

피재쌍) Duchesnea chrysantha 범딸기 @ Ch 

피재쌍) Potentilla fragarioides 앙지꽃 @ Ch 

피재쌍) Potentilla freyniana 세잎앙지꽃 @ Ch 

띠자(쌍) Potentilla supina 개소시랑개비 @ @ Ch 귀 

피자(쌍) PrunuspadusLinnaeus 귀릉나무 @ M 

피재쌍) Prunus persica (Linnaeus) Batsch 복숭아나무 @ M 

피^K쌍)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벚나무 @ M 식 

피재썽) Prunus tomentosa Thunb 앵도나무 @ N 식 

띠지〈쌍) 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 @ N 

rr. 1자〈쌍)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나무 @ N 

피재쌍) Rubus parvifoliuS Linnaeus 멍석딸기 @ N 

띠자〈쌍) Sanguisorba officinalis Linnaeus 오이물 @ G 

피재쌍)’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Æζ~Lf~디「 @ N 

rr. 1자〈쌍)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 N 

Leguminosae 콩과 

rr. 1자(쌍) Aeschynomene indica Linnaeus 자귀물 @ @ Th 

rr. 1지{쌍)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 N 

피재쌍) Amphicarpaea trisperma (Miquel) Baker ex Jackson 새콩 @ N 

띠재쌍) Cassia nomame (Sieb이이 Honda 차풀 @ Th 

묘|재쌍) Glycine s이a SieOOld & Zuccarini 돌콩 @ Th 

피재쌍) Indigofera kirilowii Maximowicz ex Palibin 땅비싸리 @ N 

띠재쌍) Lespedeza bicolor Turczaninow 싸리나무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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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uminosae 콩과 

피재쌍) Lespedeza cuneata (Dumont d. Cours.) G. Don 비수리 @ H 

띠재쌍) Lespedeza maximowiczii 조록싸리 @ N 

피자(쌍} Lespedeza thunbergii for angustifotia (Nakai) Ohwi 물싸리 @ N 

피재쌍) Pueraria lobata ('삐삐)Ohwi 칠 @ @ Ch 

피자{쌍)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 M 귀 

피재쌍) T rifolium repens L. 토끼물 @ @ Ch 

피재쌍) Vicia amoena Fischer ex Seringe 갈퀴나물 @ G 

Aceraceae 단풍나무과 

피자(쌍) Acer palmatum 단풍나무 @ M 

띠재쌍)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신나무 @ M 

Anacardiaceae 윷나무과 

피재쌍) Rhus javanica Linnaeus 붉나무 @ M 

피자{쌍) Rhus tric∞arpa Miquel 개윷나무 @ M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피재쌍) Actinidia arg미a (Siebold & Zuccarini) Planchon ex Muquel 다래나무 @ M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피자(쌍) Celastrus orbiculatus Thunberg 노박덩굴 @ M 

피자(쌍)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회잎나무 @ N 

n.1자(쌍) Euonymus oxyphylius MIQ. 참회나무 @ N 

Rhamnaceae 갈매나무과 

끄|자{쌍) Zizyphus j비uba var. inermis 대추나무 @ M 식 

Vitaceae 포도과 

띠재쌍) Ampelopsis brevipedunculata 개머루 @ N 

끄|자(쌍) Pa미hen∞issus tricuspidata 담쟁이덩굴 @ M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피재쌍) Elaeagnus glabra Thunb. 보리장나무 @ M 식 

Violaceae 제비꽃과 

피자{쌍) Viola coliina 둥근털제비꽃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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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ceae 제비꽃과 

피재쌍) Viola mandshurica 제비꽃 @ H 

Onagraceae 바늘꽃과 

피자(쌍)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 @ Th 구| 

Cornaceae 흥흥나무과 

피재쌍) Cornus alba Linnaeus 흰말채나무 @ M 식 

띠지{쌍) Cornus controversa Hemsley ex Prain 층충나무 @ M A--1l 

띠재쌍) Cornus oHicinalis 산수유 @ M A--,| 

피재쌍) Cornus kou영 산딸나무 @ M A--11 

Araliaceae 두릅나무과 

피재쌍) Aralia elata 두릅나무 @ M 

Primulaceae 앵초과 

피재쌍) Lysimachia barystachys Bunge 까치수염 @ G 

Oleaceae 물푸레나무과 

띠재쌍)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 M 

피자{쌍) Ligustrum 。이usifolium 쥐똥나무 @ M 

띠자{쌍) Chionanthus retu영 이팝나무 @ M A-「1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묘|자{쌍) Metaplexis japonica 박주가리 @ @ G 

Rubiaceae 꼭두선이과 

피재쌍) Rubia akane 꼭두서니 @ G 

Convolvulaceae 메꽃과 

피재쌍) Calystegia japonica Choisy 메꽃 @ G 

피재쌍)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 @ @ Th 구| 

피재상) Iphomoea purpurea (L.) Roth. 둥근잎나팔꽃 @ @ Th 귀 

끄|자{쌍) lpomoea lacunosa L 애기나팔꽃 @ @ Th 귀 

피자{쌍) Pharbitis nil (L) Choisy 나팔꽃 @ @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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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iatae 꿀풀과 

피재쌍) Mosla punclulata (J. E. Gmelin) Nakai 들깨물 @ Th 

피재쌍)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꿀물 @ @ H 

피재쌍) Salvia plebeia R Brown 배암차즈기 @ @ Th 

Solanaceae 가지과 

띠재쌍) Solanum nigrum var. nigrum 까미중 @ Th 

Scrophulariaceae 현삼과 

n.1자{쌍) Melampyrum r∞eum 꽃며느리밥풀 @ Th 

Phrymaceae 파리풀과 

피재쌍) Phryma leptostachya var. asialica 파리물 @ G 

Plantaginaceae 질경이과 

피자(쌍) Planlago asialic경 질경이 @ H 

피재쌍) Planlag。 ∞mlschatica Chamis∞ ex Link 개질경이 @ @ H 

Rutaceae 운항과 

피자{쌍) Phell∞endron amurense Ruprechl 황벽나무 @ M 식 

피자{쌍) Zanthoxylum schinilolium 산초나무 @ M 

피재쌍) Zanthoxylum schinilolium var. inermis 민산초나무 @ M 

Caprifoliaceae 인동과 

n.1지{쌍) Lonicera jaα)nlca 인동덩굴 @ M 

Compositae 국화과 

n.1:A1{쌍) 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lior (니Desc. 돼지풀 @ Th 귀 

피재쌍)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 @ Th 귀 

피자(쌍) Artemisia keiskeana Miquel 맑은대쑥 @ H 

피재쌍) Aηemisia princeps Pampanini 쑥 @ @ Ch 

n.1자(쌍) Artemisia selengensis Turczaninow ex Besser 물쑥 @ @ H 

피재쌍)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 H 귀 

피자{쌍) Aster spathylifoliuS Maxim. 해국 @ Ch 식 

피재쌍)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 @ Th 귀 

n.1지〈쌍) Ce미i∞da minima (Linnaeus) AI , Braun & Ascherson 중대가리풀 @ @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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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ae 국화과 

피재쌍)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Makino 산국 @ H 

피자(쌍) Erigeron annuus (니 Persoon 개망초 @ @ Th 귀 

피자{쌍) Erigeron canadensis L 망초 @ @ Th 귀 

피자{쌍) Eupatorium fortunei Turcz. 벌등골나물 @ G 

피자{쌍) Galinsoga ciliata (Raf.) Blake 털별꽃아재비 @ @ Th 귀 

피재쌍) Gnaphalium affine D. Don 江~강「스 @ Ch 

n.1자(쌍) Hemistepta Iyrata Bunge 지침개 @ Th 

피자(쌍)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Thunb.)Franch‘ et Sav 금물초 @ G 

띠재쌍) Ixeris dentata (Thunb.) Nakai 씀바귀 @ @ H 

띠재쌍) Kalimeris yomena Kitamura 쑥부쟁이 @ Ch 

띠자{쌍)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0. Kuntze) Hara 왕고들빼기 @ @ Th 

피자(쌍) Sonchus asper (니 Hill 큰방가지똥 @ Th 

피재쌍)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앙민들레 @ H 귀 

띠재쌍)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 @ Th 

Ericaceae 진달래과 

피자 (쌍) Rhododendron mucronulatum 진달래 @ N 

Fumariaceae 현호색과 

띠자(쌍) Dicentra spectabilis 금낭화 @ Ch 

Lauraceae 북나무과 

피자 (쌍)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 N 

Li liaceae 백합과 

피자 (단) Allium monanthum Maximowicz 달래 @ G 

피자 (단) 셰lium thunbergii G. Don 산부추 @ G 

띠자(단)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Miquel)Ohwi 둥굴레 @ G 

피자(단) Smilax nipponica Miquel 선밀나물 @ G 

피자 (단) Smilax sieboldii Miquel 정가시나무 @ N 

Dioscoreaceae 마과 

피자 (단) Dioscorea japonica 참마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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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피자(단) 

피자(단) 

띠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nl자(단) 

띠자(단) 

띠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피자(단) 

학영 국영 현지조사 하천주변 생활형 ‘ 비고 

Juncaceae 골풀과 

Luzula ca이ata (Miq.) Miquel 뀔의밥 @ H 

Commetinaceae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닭의장물 @ @ Th 

Gramineae 벼과 

Andropogon brevifolius Swartz 쇠물 @ Th 

Arthraxon hiSpidus (Thunberg) Makin。 조개풀 @ Th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 실새물 @ G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램이 @ @ Th 

Echinochloa crus-galli (Linnaeus) Beauvois 돌띠 @ @ HH(Th) 

Melica onoei Franchet et Savatier 쌀새 @ H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am 물억새 @ @ H 

Miscanth니s sinensis for. purpurascens (Anderss.) Nakai 억새 @ @ H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Beauv. 주름조개풀 @ H 

Panicum bisulcatum Thunberg 개기장 @ @ Th 

Phragmites japonica Steudel 달뿌리풀 @ @ HH 

Setaria faberii Herrmann 가을강아지물 @ @ Th I 

Setaria viridis (Linnaeus) Beauvois 강아지물 @ @ Th 

Spociopogon sibiricus T rinius 큰기름새 @ H 

Cyperaceae 사초과 

Carex lanceolata 그늘사초 @ H I 

Carex neurocarpa Maximowicz 팽이사초 @ @ H 

Cyperus amuricus 방동사니 @ @ Th 

Cyperus iria 참방동사니 @ Th 

합계(종’ 62 187 54 187 

주1 M-대형지상식물(교목l. N-소형지상식물(관목l. E-착생식물. Ch-지표식물 H-반지중식물. 
G-지중식물. HH-근생수생식물. Th-일년생식물 

주2 귀-귀화식물， 교-생태계교란 생물 식씌재종. I ~ N-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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