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5

Korean J. Pl. Taxon.

46(4): 405−412 (2016)

https://doi.org/10.11110/kjpt.2016.46.4.405

pISSN 1225-8318

eISSN 2466-1546

Korean Journal of

Plant Taxonomy

Morphological variation and aspects of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Orobanche coerulescens Stephan ex Willd. (Orobanchaceae) 

on Ulleung-do and Dok-do Islands

Woong Lee1, Keum Seon Jeong2, Kyung Choi2, Jin Seok Kim3,

Seong Ho Cho4 and Jae-Hong Pak1*
1Research Institute for Dok-do and Ulleung-do Isl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2Division of Forest Biodiversity and Herbarium, Korea National Arboretum, Pochen 11186, Korea
3Division of Plant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Incheon 22689, Korea

4Natural History Museu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unwi 39033,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16; Revised 6 December 2016; Accepted 12 December 2016)

울릉도, 독도 초종용에서 형태 변이와 지리적 분포 양상

이웅1·정금선2·최경2·김진석3·조성호4·박재홍1*
1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2국립수목원, 3국립생물자원관, 4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ABSTRACT: We investigate the intraspecific morphological variation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s from twelve pop-

ulations (28 samples) of Orobanche coerulescens in Korea. Two main morphological types were detected, i.e., gla-

brous (G-type) and pilose (P-type), in the external morphology (stem, leaf, bract, calyx, and corolla). The G-type was

found on Ulleung-do and Dok-do, and the P-type was observed on the coasts of South Korea, Jeju-do and Ulleung-do.

The distinct difference in the morphological type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suggested the existence of two puta-

tive lineages with different distribution processes. O. coerulescens, distributed in very limited areas, was only iden-

tified as the G-type on Dok-do. Hence, conservation efforts should focus on protecting native habitats to conserve

native species and the unique biogeographic significance of this species.

Keywords: Orobanche coerulescens, morphological variation, geographic distribution, Ulleung-do, Dok-do,

conservation

적 요: 한국내의 초종용은 한반도의 서해, 남해, 동해의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본 연

구는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12개 자생지에서 초종용의 종내 형태형질 변이를 관찰하고 지리적 분포 양

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외부 형질(줄기, 잎, 포엽, 꽃받침 그리고 화관)에서 털의 유무에 의하여 두 개의

type (G-type, glabrous; P-type, pilose)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두 개의 형태학적 type은 확인된 자생지에서 뚜

렷한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와 제주도에는 P-type, 울릉도에는 G-type과 P-type 그리고 독도

의 동도에는 G-type만이 관찰되었다. 초종용은 외부 형태 형질에 의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type이 확인되고

뚜렷한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털이 없어지는 형태적 변이가 단순히 일시적인 우연의 결과물

이 아니라 초종용 내에 이주 및 군체 형성의 과정을 동반하는 진화적으로 서로 다른 계통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제한된 지역에서 분포하는 독도의 초종용은 유일하게 G-type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도 자생종

의 의미와 함께 중요한 식물지리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초종용, 갯제비쑥, 형태학적 변이, 지리적 분포, 울릉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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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종용(Orobanche coerulescens Stephan ex Willd.)은 열당

과(Orobanchaceae) 초종용속(Orobanche L.)에 속하고, 초종

용속은 열당과에서 170여 종의 기생식물(parasitic plant)을

포함하는 속으로 주로 북반구에 분포한다(Young et al.,

1999). 한반도에 분포하는 초종용속에는 O. coerulescens

Stephan ex Willd. (초종용), O. filicicola Nakai (백양더부살이),

O. pycnostachya var. amurensis Beck. G. (압록더부살이), O.

pycnostachya Hance (황종용), O. coerulescens for. nipponica

(Makino) Kitam.(민초종용)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흰 꽃이

피는 초종용도 알려져 있다(An and Hong, 2003; Hyun et al.,

2003; Hong, 2007; Sun et al., 2014). 초종용은 주로 중앙유럽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부터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몽골 등)를 거쳐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 넓

게 분포한다(Hsiao, 1978; Zhang and Tzvelev, 1998;

Novopokrovskii, 2000; Al-Shehbaz et al., 2006; Hong, 2007;

Piwowarczyk and Przemyski, 2009; Piwowarczyk, 2012).

한국 내의 초종용은 주로 한반도의 서해, 남해, 동해의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서식지내의

집단 크기 및 개체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 훼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대표적인 초종용 자생 지역이지만

도로 및 건물 등의 지속적인 개발과 그에 따른 인위적 훼

손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육지 내 토양 유실과 암석 붕괴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일순간 광범위한 훼손 위험성이 높

은 열악한 환경이다.

울릉도, 독도에 분포하는 초종용은 한반도와는 다르게

사철쑥(Artemisia capillaris Thunb.)이 아닌 갯제비쑥(A.

japonica ssp. littoricola Kitam.)의 뿌리에 기생하는 특징과

함께 일반적으로 초종용의 표면이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

는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식물 전체에 털이 없고

매끈한 특징을 가지는 개체가 함께 확인되었다. Sun et al.

(2014)은 울릉도에서 이와 같이 줄기, 잎 그리고 꽃의 표면

에 털이 없는(glabrous) 초종용의 형태학적 변이를 일본에

서 발표된 O. coerulescens for. nipponica (Makino) Kitam.

(Kitamura and Murata, 1957)와 동일종으로 인식하고 국명을

민초종용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독도의 동도에서 확인되

는 모든 초종용은 식물 전체에 털이 없는 독특한 형태를 가

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형태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훼손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및 보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륙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대양

섬으로 각각 200만 년과 400만 년 전 신생대 제 3기에 해저

화산활동에 의해 기원된 것으로 추정된다(Kim, 1985). 울릉

도, 독도와 같은 대양섬은 섬 고유식물의 독특한 생물학적

진화양상과 종분화 과정을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

가되어 식물상, 식생, 분자생물학, 집단유전학 및 식물지리

학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는 섬 내에 생육하는 고유 관속식물 대부분이 대륙 선

구종의 원거리 분산에 의하여 정착한 후 분기진화보다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향상진화의 경향을 보여주기

Table 1. Numbering and localities of 12 populations of Orobanche coerulescens in Korea and 28 samples of specimen (exsiccata and

immersion) in the comparison of morphology.

Population No. Locality Morphology type (voucher No. KNU)

U01 Is. Ulleung, Naesujeon Glabrous (140518-1)

Pilose (120604-1, 140518-2)

U02 Is. Ulleung, Sadong Pilose (120604-2, 130717-1)

U03 Is. Ulleung, Namseori Pilose (130717-2)

U04 Is. Ulleung, Taeha Glabrous (120604-3)

Pilose (120604-4, 130717-3)

U05 Is. Ulleung, Cheonbu Pilose (150707-1)

U06 Is. Ulleung, Seokpo Glabrous (140518-3, 150707-2)

Pilose (140518-4, 150707-3)

U07 Is. Ulleung, Seommok Glabrous (120610-1, 130717-6)

Pilose (120610-2, 130717-7)

D08 Is. Dok-do, Dong-do Glabrous (130614-1, 140824-1)

I09 Incheon, Eurwangni Pilose (130605-1, 140604-1)

H10 Haenam, Songpyeong Pilose (130530-1, 140605-1)

J11 Is. Jeju, Sinyang Pilose (130705-1, 140609-1)

P12 Pohang, Guryongpo Pilose (130720-1, 140602-1)

Glabrous and pilose means external morphology type (stem, leaf, bract, calyx, and coro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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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un and Stuessy, 1998;

Stuessy et al., 2006).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종

및 미기록종이 꾸준하게 발견되고 형태, 세포 그리고 분자

적 다양성이 관찰되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Pfosser et al.,

2002, 2005; Lee and Pak, 2010; Jeong et al., 2014).

본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한국에 분포하는

초종용의 형태학적 종내 변이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그 지

리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초종용

과 숙주식물(사철쑥, 갯제비쑥 등)의 세포·분자·지리학적

연구 및 대양섬인 울릉도·독도 희귀식물의 보전계획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초종용의 외부 형태형질 변이 관찰 및 분포양상을 파

악하기 위하여 주요 자생지인 울릉도 7개소, 독도 1개소

와 한반도 및 제주도의 4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반복적인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

다(Table 1). 채집된 개체는 경북대학교 표본관(KNU)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형태학적

변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Fig. 1. Photographs of G-type (glabrous) and P-type (pilose) of Orobanche coerulescens in A (Dok-do, Dong-do) and B (Ulleung-do,

Naesujeon). a. Habit; b. Flower (bract, calyx, corolla); c. Stem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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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형태학적 연구

외부 형태형질 관찰을 위하여 28개체에 대하여 건조표

본 및 액침표본(70% 알코올)을 제작하였으며 육안 및 디

지털카메라(Body: Canon 60D, Japan; Lens: Canon 100 mm

f/2.8 AF)를 이용하여 형태형질을 기록하고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형태형질 변이

본 연구에서 울릉도 7 집단, 독도 1 집단의 초종용 자생

지를 중심으로 한반도 3 집단(동해, 서해, 남해)과 제주도

1 집단에 분포하는 28 개체에 대한 외부 형태형질 변이를

관찰하였으며, 줄기, 잎, 포엽, 꽃받침 그리고 화관에서 털

의 유무에 의하여 두 개의 type (glabrous 와 pilose, 이후에

G-type과 P-type으로 표시)으로 구분되었다(Table 1). 울릉

도와 독도에 분포하는 초종용은 모상표피(indumentum)의

유무, 분포양상(distribution), 줄기(stem), 인편(scales), 수상

꽃차례(spike), 포엽(bract), 꽃받침(calyx) 등의 외부형태 형

질에서 차이를 보였다. 울릉도와 독도의 초종용에서 확인

된 G-type은 식물 전체에 부드럽고 짧은 털이 완전히 없다

(glabrous)는 특징과 줄기와 인편의 돌기(protuberance), 포

엽과 꽃받침의 가장자리에 달리는 섬모(ciliate) 등의 차이

로 P-type과 구분되었다. 울릉도, 제주도 및 한반도에서 확

인된 P-type은 식물 전체가 부드럽고 짧은 털로 빽빽하게

덮여있는 특징을 보였다(Fig. 1, Table 2).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형태학적 변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러시아와 일본

에서 G-type과 유사한 형태학적 특징을 가지는 두 종을 확

인하였으나 표본은 관찰하지 못하였으며 기재문과 문헌을

통하여 형태를 비교하였다. O. glaucantha Trautv. (Trautvetter,

1871)는 동러시아의 Baikal 호수에 인접한 Irkutsk 지역에

서 분포하고 식물 전체에 털이 없는 특징, 많은 수의 인편,

인편의 모양이 피침형(lanceolate), 포엽이 피침형, 꽃받침

이 피침형이고 가장자리에 이빨형의 거치가 있으며 꽃이

짙은 파랑색(bluish)이며 건조 시에도 색이 유지되는 특징

을 기록하고 있다. O. nipponica Makino (Makino, 1928)는 일

본의 Honshu와 Kyushu 지역에 분포하고 O. glaucantha와

비교하여 식물 전체에 털이 없는 특징은 동일하지만 꽃이

보라색(violet-purple)이고 인편의 돌기, 엉성하게 달리는

인편, 포엽과 꽃받침의 가장자리에 섬모(ciliate)가 있다고

기록되어 차이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독도 및 울

릉도에서 관찰된 G-type은 일본에서 보고된 O. nipponica와

식물 전체에 털이 없고 꽃은 보라색이며 인편에 돌기, 포

엽과 꽃받침에서 섬모가 관찰되는 특징을 공유하였다. 그

러나 독도와 울릉도에서 관찰되는 G-type은 갯제비쑥이

기주식물이고 O. nipponica는 제비쑥을 기주식물로 삼는

차이점도 확인하였다(Table 2). 따라서 G-type이 일본의 O.

nipponica와 동일한 종인지 아니면 울릉도와 독도 초종용

에서 발생된 변이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교 연구 및

분자학적 접근 등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러한 형태학적 차이를 초종용과 이 두 종을 다른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용한 형질인가에 대해서는 초종용의 형

태적 다양성에 근거하여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초종용이 속하는 열당과 초종용속은 전기생(holoparasitic)

Table 2. Morphological feature of Orobanche coerulescens (P-type and G-type), O. nipponica and O. glaucantha from specimen and

description literatures.

Character
O. coerulescens

(P-type in Ulleung-do)

O. coerulescens

(G-type in Dok-do)
O. nipponica O. glaucantha

Plant

indumentum
Densely pilose Glabrous Glabrous Glabrous

Host plants
Artemisia japonica ssp. 

littoricola
A. japonica ssp. littoricola A. japonica Artemisia sp.

General

distribution

Korea, Japan, China, Russia, 

Taiwan, Europe, Mongolia, 

etc.

Korea

(Ulleung-do and Dok-do)

Japan

(Honshu, Kyushu)

Russia

(Eastern Siberia, Irkutsk)

Stem Scattered scaly Scattered scaly protuberance Sub-flexuous, scattered scaly Numerous scaly

Scales Ovate-subulate Ovate-subulate protuberance Ovate-subulate, adpressed Lanceolate, numerous

Spike
Rather densely arranged 

flowers

Rather loosely 

arranged flowers

Rather loosely 

arranged flowers

Rather densely 

arranged flowers

Bract
Ovate, acuminate, 

15-20 mm

Ovate, acuminate, ciliate,

15 mm

Ovate, acuminate, ciliate,

8-15 mm

Lanceolate, long acuminate, 

approx. as long as the flower

Calyx
Narrowly ovate, 

to 1/3 equal bifid

Narrowly ovate, ciliate,

to 1/3 equal bifid
Narrowly ovate, ciliate

Lanceolate, 

teeth linear-subulate

Corolla Violet-purple Violet-purple
ca. 20-22 mm, 

violet-purple

ca. 15-20, intense bluish

(also in d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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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형에서 비롯되는 숙주식물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생태형의 존재, 종의 식별에 유용한 형태형질의

부족과 다양한 형태형질 변이(잎의 형태 변이와 함께 수

의 급격한 변화, 꽃의 수, 크기, 모양, 색깔 등에서 변이, 고

유의 특징이 없는 열매 및 종자 형태 등) 그리고 건조 표본

이 고유의 색을 잃고 검어지는 현상 등으로 인해 형태학

적 형질의 관찰을 통한 분류체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Young et al., 1999; Gerald, 2004; Manen et al., 2004,

Gevezova et al. 2012). 결과적으로 현재는 다양한 지역적

변이를 초종용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관

련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Hsiao, 1978; Zhang and

Tzvelev, 1998; Novopokrovskii, 2000; Al-Shehbaz et al., 2006;

Hong, 2007). 최근에는 초종용속에서 종 분류에 유용한 형

태형질의 부족과 형태적 다양성에 의하여 뚜렷한 분류 체

계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 분석방법을 통하

여 종 분류뿐만 아니라 계통발생연구, 계통생물지리학 및

종분화 양상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Wolfe and

dePamphilis, 1997; Young et al., 1999; Manen et al., 2004;

Schneeweiss et al., 2004; Park et al., 2008).

지리적 분포 양상

본 연구에서 초종용의 종내 형태학적 변이와 지리적 분

포 양상의 연관성은 종의 실체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의

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식물 전체에 털이 있

는 형태(P-type)의 초종용은 중앙유럽에서부터 중앙아시

아를 거쳐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 넓게 분포

한다(Hsiao, 1978; Zhang and Tzvelev, 1998; Novopokrovskii,

2000; Al-Shehbaz et al., 2006; Hong, 2007; Piwowarczyk and

Przemyski, 2009; Piwowarczyk, 2012). 그러나 식물 전체에

털이 없는 형태(G-type)는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에서 관찰

하였다. 우리는 초종용 자생지의 현지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한국 내에서 한반도와 제주도에는 P-type, 울릉도

에는 G-type과 P-type 그리고 독도의 동도에는 G-type만이

관찰되는 뚜렷한 지리적 분포 특이성을 본 연구에서 확인

하였다(Fig. 2). 그리고 초종용 G-type과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의 O. nipponica는 Honshu와 Kyushu 지역에 분포하고

러시아의 O. glaucantha는 Eastern Siberia, Irkutsk 지역에 분

포하여 동러시아, 일본,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분포

특이성을 보여준다(Table 2). 또한 울릉도와 독도에 분포

하는 초종용의 숙주식물인 갯제비쑥은 초종용 G-type 과

일치하는 독특한 분포 양상을 보여줌으로서 과거 지사학

적 유사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Park과 Chung (2012)

은 한반도의 동해안에 갯제비쑥이 분포하지 않고 울릉도

와 독도에 제비쑥이 분포하지 않는 특이성 및 화분학적

Fig. 2. Distribution of two morphology types of Orobanche coerulescens: G-type (○) and P-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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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종합하여, 갯제비쑥은 종분화 이후 사할린, 쿠릴

열도, 일본열도에서부터 울릉도와 독도로 이동한 후에 섬

이라는 제약된 환경에서 고립되어 정착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형태학적 차이 및 지리적 분포 특이성을 종합하

면 식물체 전체에서 털이 없어지는 형태적 변이가 단순히

일시적인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라 초종용 내에 이주 및

군체 형성의 과정을 동반하는 진화적으로 서로 다른 계통

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자생지의 훼손과 보전의 필요성

초종용은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V등급 및 희귀식

물로 그 분포가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자생지가 해안 가까

이에 형성되어 자연적, 인위적 훼손이 심각하다. 2012년

부터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인천 을왕리 집단

은 기주식물인 사철쑥의 자생지 면적이 감소하고 이와 함

께 식물체를 뿌리째 파헤친 인위적 채집 흔적이 관찰되었

다. 해남 송평해변, 제주 신양해변의 집단 또한 해수욕장

및 도로에 접해 있기에 모래 유실과 사철쑥의 자생지 면

적 감소 등 인위적 훼손에 노출되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포항 구룡포 집단은 2016년에 시작된 해안가

건축으로 인하여 자생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한

국에서 가장 큰 초종용 자생지로 판단되는 울릉도는 일주

도로 건설과 해안가 건축, 태풍 또는 자연 붕괴 등에 의하

여 대규모의 자생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초종용 G-type 개체들은 울릉도와

독도의 제한된 지역에 분포하고 울릉도에서는 집단별로

5(내수전)−25(석포)여 개체, 독도에서는 동도의 독도경비

대 막사 주변으로 총 20여 개체만 확인될 정도로 집단의

크기가 작다. 울릉도 자생지는 석포와 섬목 일대에서 다

수의 개체가 확인되었으나 도로변을 따라 좁고 길게 형성

된 자생지는 훼손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협 요인

을 살펴보면 낙석 및 토사 붕괴와 건축에 의한 자생지내

절멸, 자동차 및 사람에 의한 지속적인 영향 등에 노출되

어 있다. 특히 동도의 초종용은 1952년부터 수행된 20여

차례의 식물 조사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된 분류군이지만

(Lee et al., 2007; Jung et al., 2014; Sun et al., 2014), 식물 전

체에 털이 없는 독특한 형태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동도의 초종용 자생지를 살펴보면 독도경비대

막사 주변으로 5 집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막사

서쪽 편 경사지에서 10−15개체가 분포한다. 자생지내 출

현종은 갯제비쑥, 해국(Aster sphathulifolius Maxim.), 괭이

밥(Oxalis corniculata L.), 개밀[Agropyron tsukusinense var.

transiens (Hack.) Ohwi], 술패랭이꽃(Dianthus superbus var.

longicalycinus WILLIAMS), 큰이삭풀( Bromus unioloides

Kunth), 갓[Brassica juncea (L.) Czern.], 왕김의털(Festuca

rubra L.), 땅채송화(Sedum oryzifolium Makino) 등을 관찰하

였으며 독도에는 갯제비쑥(A. japonica ssp. littoricola)과 산

쑥(A. montana Pampan) 등 2종의 Artemisia 속 식물이 관찰

되며 이 중에서 갯제비쑥의 뿌리에 초종용(G-type)이 기생

함을 확인하였다(Fig. 3). 독도 초종용은 식물체 전체에서

털이 없는(globrous) 개체가 관찰되는 형태적 특이성뿐만

아니라 독도라는 지리적 특이성과 독도 식물상 조사의 초

기부터 관찰된 독도 자생종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동도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간섭, 나무

식재 사업 및 생물자원 채집에 의한 자생지 훼손 등의 위

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초종용과 가까운 유연관계를 가지는 백양더부살이(O.

Fig. 3. Distribution and specimen of Orobanche coerulescens (G-type) on Dok-do. A. habitats. B. on the roots of Artemisia japonica ssp.

littor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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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cicola)는 제한적인 분포와 훼손의 위험성 때문에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의 초종용은 형태적 특이성(P-type과 G-type)과 대양섬에

분포하는 지리적 특이성 그리고 훼손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보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생지 보전을 위한 보호 구역 및 기간

설정, 반출승인 제한 생물 지정 등과 같은 보전 전략 수립

이 시급하다. 따라서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자생하는

초종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체군 변동 모니터링을 수

행하고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 지역의 연관종에 대한 추

가 연구,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하여 계통생물지리학 및

종분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류체계와 보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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