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기진 배를 채운 뒤, 송재모 연구사가

알려준 화천군 자생지에 가기로 했다. 

신규 자생지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둘은 

차에 올라 화천으로 향한다. 두 시간 만에

도착한 인공폭포 절개지에 분홍장구채가 

있다. 하지만 여기도 보호펜스나 안내판은 

없다. 도보데크에서 손을 뻗어 생리지수를 

측정한다. 위험하다. 분홍장구채 꽃이 피면 

훼손될 것이다. 왜냐면 분홍장구채 너는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가 생리지수 측정을 

한다. 0.6이다. 생육불량이다.

그들은 102km거리를 3시간에 걸쳐 달려 

분홍장구채의 마지막 자생지인 연천군 

재인폭포에 도착했다. 민간인 통제를 자제 

하는 문구가 보인다. 재인폭포다. 여기는 

많이 알려진 자생지다.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 정 되 었 단 다 .  하 지 만  분 홍 장 구 채 가 

자생한다는 내용은 없다. 고개를 쳐들어 주상 

절리의 꼭대기를 본다. 희미하게 보인다.

생리지수 측정은 불가능하다. 한무리의 관광 

객이 데크를 통해 내려온다. 재인폭포는 

국가 지질공원 지정과 영화촬영 장소로 많은 

관람객이 온다. 보기 좋은 멸종위기식물 

자생에 관한 안내판이 없어 아쉽다.

여기까지가 분홍장구채 자생지를 찾아 다닌 

배기화 선임연구원과 박민완 연구원의 

조사일정을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써본 

기행문이다. 내일 그 둘은 강화도 매화마름 

자생지를 간다. 멸종위기식물을 복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에게 힘찬 응원들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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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싱그러운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뜬다.

식물을 연구하는 그에게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멸종위기식물인 

분홍장구채의 자생지를 처음으로 조사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분홍장구채로 말하면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국립낙동생물자원관이 환경부로 

부터 지정 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대표 

식물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개관 이후 단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받는 쾌거를 달성해 앞으로 멸종위기 

식물의 증식과 복원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는 동료 박민완연구원을 만나 Good 

morning ICE Coffee를 한잔씩 마시며 

홍천군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신나는 음악에 

박자를 맞추며 2시간을 달려 분홍장구채 

자 생 지 인  홍 천 군  굴 지 리  굴 지 대 교 에

도착했다. 강원도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에 

대해 연구하는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송재모 연구사도 합류했다.  홍천강에 

굴지대교를 만들면서 생긴 사면에 분홍 

장구채가 산다. 그는 생리지수 측정을 위해 

부리나케 내려간다. 생리지수 측정 결과 

0.6이다. 생육불량이다. 보호가 필요하다. 

주변을 살펴보니 멸종위기식물이 자생 

한다는 어떠한 안내도 없다. 양날의 검이다. 

안내판을 만들면 위치가 들통나고 안 만들면 

아무 거리낌 없이 훼손할 것이다.

송재모 연구사는 분홍장구채의 종자산포도 

연구와 자생지 생육특성에 대해 연구해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한다. 계속적인 

연구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홍천에서 유명한 볶음밥 맛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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