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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necessary raw data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ultural assests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flora in a metropolitan city of Daegu, in Geondeulbawi.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lora were
summarized as 100 taxa including 45 families, 87 genera, 94 species, 5 varieties and 1 forms. The Gymnospermae were
3 taxa, 78 taxa of Dicotyledoneae and 19 taxa of Monocotyledoneae.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6 taxa
including Thuja orientalis, Salix chaenomeloides, Ulmus parvifolia, Prunus yedoensis, Wisteria floribunda and Euonymus
japonicus. The naturalized plants were 12 taxa including Rumex crispus, Chenopodium album, Trifolium repens, Veronica
persica, Bidens pilosa, Taraxacum officinale and so forth. The landscape planting species were 13 taxa including Ginkgo
biloba, Salix koreensis, Zelkova serrata, Nandina domestica, Deutzia crenata, Iris pseudoacorus, Pennisetum alopecuroides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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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건들바위 주변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물상은 45과 87속 94종 5변종 1품종 등 총 100분류군이며, 나자식물은 3분류군,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78분류군, 단자엽식물은 19분류군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측백나무, 왕버들, 참느릅나
무, 왕벚나무, 등, 사철나무 등 6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흰명아주, 아까시나무, 토끼풀, 가죽나무,
달맞이꽃, 큰개불알풀, 울산도깨비바늘, 망초, 개망초, 서양민들레 등 12분류군이다. 조경식재종은 은행나무, 개잎갈나무,
측백, 왕버들, 버드나무, 느티나무, 남천, 빈도리, 바위취, 왕벚나무, 털부처꽃, 노랑꽃창포, 수크령 등 13분류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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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방법

건들바위는 1982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기념물 제2호로 지
정되었으며, 면적은 962m2이고, 바위 옆의 절벽과 더불어 대구
분지의 지반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건들바위라는 이름은 언제
부터 유래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바위의 모습이 삿갓을 쓴
노인과 같다고 해서 입암(笠巖), 즉 삿갓바위라고 불려왔다(향
토사교육연구회, 1996).
원래 바위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1776년 대구판관
으로 부임한 이서가 이 일대의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제방
을 축조하면서 물줄기를 신천으로 돌려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
다.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는 맑고 깊은 냇물이 흘러 낚시를 하
며 풍류를 즐겼던 명소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勝覽)에 기록된 대구10경(大邱十景)의 하나로서 서거정(徐居
正)의 ‘입암조어(笠巖釣魚)’라는 시제(詩題)가 바로 이곳을 두
고 읊은 것이다(향토사교육연구회, 1996). 또한, 건들바위는 하
식애에 발달한 수직절리를 하천의 차별 침식에 의해 하식애 본
체에서 분리된 것이며, 높이 5～10m, 경사 70～80°로 급경사이
다(강경택, 2007).
1994년 건들바위 종합조경공사를 통해 분수와 폭포를 새로
설치하고, 물이 흐르도록 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으
며, 주변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하식
애라는 지형적 특성 상 급경사가 형성되어, 낙석 위험과 절벽
주변의 수목이 도복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 간
섭에 의한 생태적 영향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 생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 지역의 식물 및 식생 관련 연구동향
을 살펴보면, 신천(박인환, 1997), 금호강(정흥락과 이호준,
2001), 비슬산(김중현 등, 2008), 안심습지(유주한 등, 2008),
대구사이언스파크 단지(박인환 등, 2012), 산림습원(정혜란 등,
2012) 등 대부분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문화재 관련 연구는 도동 측백나무군락지(최병기 등,
2015)만 수행되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경주월성(임원현 등,
2009), 영덕 도천숲(김동욱 등, 2011), 성주지역 문화재구역(신
현탁 등, 2011), 국가지정민속마을(노재현 등, 2013), 제주성읍
민속마을(노재현 등, 2014), 경주동궁와 월지(최승해와 유주한,
2015)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구 지역의
문화재와 관련된 식물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건들바위 주변에 있는 식물상을 조사 및 분
석하여 향후 문화재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에 목적이 있다.

1. 연구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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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지인 건들바위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동에 위치하
며, 주변에는 아파트,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이 입지해 있고, 도
로, 지하철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토지이용의 경우, 건들
바위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은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며, 건들바위 자체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대상지의 절벽에는 다양한 수목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로 주변
으로 조경식물이 식재되어 있다(그림 1 참조).
본 대상지가 포함된 대구광역시는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써 8개 행정구․군으로 구성되며, 면적은 884.10km2이
다. 동단은 동구 내곡동, 서단은 달성군 구지․도동, 남단은 달
성군 구지․대암, 북단은 팔공산 정상이며, 연장길이는 동서간
37.4km, 남북간 45.4km이다. 북동쪽은 팔공산(1,192m), 남쪽은
비슬산(1,084m)과 앞산(660m)이 있고, 국가하천인 낙동강, 금
호강 및 신천, 팔거천, 동화천 등 27개 지방하천이 있으며, 전형
적인 분지형태를 하고 있다(이우성, 2011). 기상개황의 경우,
평균기온 14.9℃, 평균최고기온 20.2℃, 최고기온 37.5℃, 평균
최저기온 10.5℃, 평균최저기온 -7.4℃, 강수량 총량 1,072.1mm,
평균상대습도 57.0%, 평균풍속 1.9㎧, 최다풍향 WNW이며, 여
름은 덥고 겨울에 추운 내륙성 기후이다(기상청, 2014).

2. 조사 및 분석방법

식물상 조사는 2015년 5월, 8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범위는
건들바위, 절벽, 조경식재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물의 동
정은 이창복(2003)의 문헌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지에서 동
정이 불가능한 종은 사진 촬영을 통해 화상자료를 바탕으로 동
정하였다. 또한, 조사 범위 내 분포하는 모든 식물상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조경식재종도 포함하였다.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
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을 토대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부록 1 참조), 분류체계는 Engler 체계를
적용하였다. 작성된 식물상 목록을 기초로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환경부, 2012), 귀화식물(박수현, 2009)을 분석하였으며,
귀화식물의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와 같은 속성정보는 이유
미 등(201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현황

유주한 : 대구광역시 건들바위 주변의 식물상과 관리방안

그림 1. 연구대상지의 조사범위 및 주변 경관

건들바위 주변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45과 87속 94종 5변종
1품종 등 100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분류단계별로 보면 나자
식물 3과 3속 3종 등 3분류군,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 36과 67
속 74종 3변종 1품종 등 78분류군, 단자엽식물 6과 17속 17종 2
변종 등 19분류군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또한, 목본류는 30
분류군(30.0%), 초본류는 70분류군(70.0%)으로 나타나 초본류
가 더 많았다.
분류군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과는 국화과 및 벼과 13분류
군(13.0%), 콩과 5분류군(5.0%), 마디풀과 및 십자화과 4분류
군(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화과 및 벼과가 많았다. 이
는 국화과 및 벼과가 많은 지역은 광조건이 좋은 지역인데(유
혜선 등, 2013), 본 지역도 다층위의 자연식생이 많이 없고 절

벽을 제외하고 대부분 평지를 하고 있어 국화과와 벼과가 많이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들바위 절벽에서 분포하는 종은 아까시나무, 가죽나무, 개
잎갈나무 등인데, 이들은 천근성 수종이기 때문에 도복의 위험
이 높고, 특히 암석틈 내 뿌리 생장으로 암석 균열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제거가 요구되며, 팽나무, 다릅나무 등은 자연
식생에서 많이 관찰되는 종이므로, 향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들바위 주변의 조경식재종은 은행나무, 개잎갈나무, 측백
나무, 왕버들, 버드나무, 느티나무, 남천, 빈도리, 바위취, 왕벚
나무, 털부처꽃, 노랑꽃창포, 수크령 등 13분류군으로 나타났으
며, 수공간 주변에는 털부처꽃, 노랑꽃창포와 같은 습생식물을,

표 1. 건들바위 주변의 식물상 현황
분류단계

과

속

종

변종

품종

소계

나자식물

3

3

3

-

-

3

피자식물

42

84

91

5

1

97

쌍자엽식물

36

67

74

3

1

78

단자엽식물

6

17

17

2

-

19

45

87

94

5

1

1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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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 주변에는 빈도리, 바위취, 수크령 등을 식재하였다.

2.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6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Ⅰ등급
은 왕버들, 참느릅나무, 사철나무 등 3분류군, Ⅳ등급은 측백나
무, 등 2분류군, Ⅴ등급은 왕벚나무 1분류군이고, 이 중 왕버들,
측백나무, 왕벚나무는 식재된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 의의는 없
었다(표 2 참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서로 다른 지역의 환경을 동일하
게 또는 이질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Ⅰ등급은 4개 아구
중 3개 아구에 걸쳐 분포하는 분류군, Ⅱ등급은 백두대간을 중
심으로 1,000m 이상 지역에 분포하는 분류군, Ⅲ등급은 4개 아
구 중 2개 아구만 분포하는 분류군, Ⅳ등급은 4개 아구 중 1개
아구만 분포하는 분류군, Ⅴ등급은 고립 혹은 불연속적으로 분
포하는 분류군으로써 Ⅲ～Ⅴ등급은 생태적 특이성이 높다(김

철환, 2000; 강종수 등, 2015). 따라서 생태적 특이성이 높은 종
은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식재종이기 때문에, 본 지역에서 출현
하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보전가치는 낮다.

3.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흰명아주, 아까시나무, 토
끼풀, 가죽나무, 달맞이꽃, 큰개불알풀, 울산도깨비바늘, 망초,
개망초, 서양민들레 등 12분류군이 확인되었다(표 3 참조). 원
산지는 북아메리카 5분류군(41.7%), 유럽 3분류군(25.0%), 유
라시아 2분류군(16.7%), 남아메리카 및 아시아 각 1분류군
(8.3%)이며, 귀화도의 경우 분포 및 개체수가 희귀한 1등급과
제한적으로 분포하거나 개체수가 적은 2등급은 없었고 광범위
하게 분포하나, 개체수가 적은 3등급과 지역적으로 분포하나
개체수가 많은 4등급은 각 7분류군(8.3%), 광범위하게 분포하
고 개체수가 많은 5등급은 10분류군(83.3%)이다.

표 2. 건들바위 주변의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과명

학명-국명

등급

비고

측백나무과

Thuja orientalis L. 측백

Ⅳ

식재종

버드나무과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Ⅰ

식재종

느릅나무과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Ⅰ

자생종

장미과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Ⅴ

식재종

콩과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Ⅳ

자생종

노박덩굴과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Ⅰ

자생종

표 3. 건들바위 주변의 귀화식물
과명

학명-국명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마디풀과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유럽

5

1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북아메리카

3

3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유라시아

5

1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북아메리카

5

1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유럽

5

1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아시아

5

1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북아메리카

5

1

현삼과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유라시아

5

2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남아메리카

4

3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북아메리카

5

1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북아메리카

5

1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유럽

5

1

콩과

국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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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입시기의 경우, 개항 이후～1921년인 1기는 9분류군(75.0
%), 1922～1963년인 2기는 1분류군(8.3%), 1964년～현재까지
인 3기는 2분류군(16.7%)으로 나타나 1기>3기>2기 순이었다.
이 중 귀화도가 4등급 이상이면서 이입시기가 3기인 종은 전국
적인 확산이 예상되는데, 해당종은 울산도깨비바늘로 나타났
다.
울산도깨비바늘은 열매가 인간이나 동물에 붙여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와 유사한 식물류를 보통 도깨비바늘이
라고도 하나, 도깨비바늘과는 다른 식물이다. 도깨비바늘은 자
생종이지만 울산도깨비바늘은 귀화식물이며, 하천, 농경지, 도
로 주변 등에서 군락을 형성하여 주변 식생을 단순화시킨다.
또한, 인구 이동이 빈번하고 간섭이 많은 지역을 중심을 확산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유주한 등, 2014), 본 지역도 가로
변에 입지해 있어 인구 이동 이 많기 때문에 빨리 확산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귀화식물은 교란 지역에서 적응하며, 자생종 풍부도
를 감소시키고, 생태계 변형, 생물서식처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
라 경관 변화도 유발시킨다(유주한 등, 2010). 또한, 적응력이
강하여 영역 확장 속도가 빠르고, 분포 환경의 조건도 광범위
하여 귀화식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오현경 등, 2009). 본
지역은 주변이 대부분 주택, 상가, 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도
심 내 유일한 녹지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도시생태계의 기능 회
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귀화식물의 급속한 발
생과 확산은 자연식생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생물종

풍부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로환경 정비 및 관리 시
귀화식물에 대한 제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는 현장
조사 시 확인된 주요 귀화식물에 대한 사진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도심 내 위치한 건들바위 주변에 분
포하는 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분포 식물상은 45과 87속 94종 5변종 1품종 등 100분류군이
며, 나자식물 3과 3분류군,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 36과 78분
류군, 단자엽식물 6과 19분류군이고, 목본류는 30분류군, 초본
류는 70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아까시나무, 가죽나무, 개잎갈
나무 등은 절벽에서 생육하고 있으며, 천근성 수종 특성 상 도
복의 위험이 높고, 뿌리 생장으로 암석 균열을 초래하기 때문
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경우,Ⅰ등급은 왕버들, 참느릅나
무, 사철나무 등 3분류군, Ⅳ등급은 측백나무, 등 2분류군, Ⅴ등
급은 왕벚나무 1분류군으로 총 6분류군이며, 왕버들, 측백나무,
왕벚나무는 인위적으로 식재된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 의의는
없었다.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흰명아주, 아까시나무, 토
끼풀, 가죽나무, 달맞이꽃, 큰개불알풀, 울산도깨비바늘, 망초,
개망초, 서양민들레 등 12분류군이며,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5

a. 미국자리공

b. 아까시나무

c. 토끼풀

d. 가죽나무

e. 달맞이꽃

f. 울산도깨비바늘

그림 2. 건들바위 주변의 주요 귀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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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유럽 3분류군, 유라시아 2분류군, 남아메리카 및 아시
아 각 1분류군으로 북아메리카가 가장 많았다. 귀화도 분석 결
과,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개체수가 적은 3등급과 지역적으로
분포하나, 개체수가 많은 4등급은 각 7분류군 광범위하게 분포
하고, 개체수가 많은 5등급은 10분류군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입시기의 경우 1기는 9분류군, 2기는 1분류군, 3기는 2분류군이
다. 전국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종은 울산도깨비바늘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경식재종은 은행나무, 개잎갈
나무, 측백나무, 왕버들, 버드나무, 느티나무, 남천, 빈도리, 바
위취, 왕벚나무, 털부처꽃, 노랑꽃창포, 수크령 등 13분류군이
다.
이러한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의 식물상은 문화재의 자연경
관을 형성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
화재의 관리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본 지역과 같이 바위와 관
련된 문화재는 바위 자체가 역사자원이면서 경관자원이기 때
문에 수목에 의한 바위 훼손은 문화재의 가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소실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자
연자원을 기초로 한 문화재는 식물의 종조성을 파악하여 경관
형성에 중요한 종과 불필요종을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에 대한 식물 및 식생
조사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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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한 : 대구광역시 건들바위 주변의 식물상과 관리방안
부록 1. 건들바위 주변의 식물상 목록
과명
은행나무과
소나무과
측백나무과
버드나무과
참나무과

느릅나무과
뽕나무과
삼과

마디풀과

자리공과
석죽과
명아주과
비름과
미나리아재비과
매자나무과
양귀비과

십자화과

범의귀과

장미과

콩과

괭이밥과
쥐손이풀과
대극과
소태나무과
노박덩굴과
포도과
벽오동과
제비꽃과

학명-국명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edrus deodara (Roxb.) Loudon 개잎갈나무
Thuja orientalis L. 측백나무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Quercus phillyraeoides A. Gray 졸가시나무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닥나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환삼덩굴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흰여뀌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며느리배꼽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Ranunculus chinensis Bunge 젓가락나물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Capsella bursa-pastoris (L.) L. W. Medicus 냉이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Draba nemorosa L. 꽃다지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Deutzia crenata Siebold ＆ Zucc. 빈도리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Maackia amurensis Rupr. ＆ Maxim. 다릅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Oxalis stricta L. 선괭이밥
Geram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Acalypha australis L. 깨풀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iq.) Rehder 줄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Firmiana simplex (L.) W. F. Wight 벽오동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비고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식재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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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과명

비고

Lythrum salicaria L. 털부처꽃

식재종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

감나무과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um (Wallr.) Hayek 갈퀴덩굴

-

Paederia scandens (Lour.) Merr. 계요등

-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

Solanum nigrum L. 까마중

-

Mazus pumilus (Burm. f.) Steenis 주름잎

-

Paulowina tomentosa (Thunb.) Steud. 참오동나무

-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

-

Artemisia princeps Pamp. 쑥

-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

-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

-

Ixeris stolonifera A. Gray 좀씀바귀

-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맥문동

-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

마과

Dioscorea tokoro Makino 도꼬로마

-

붓꽃과

Iris pseudoacorus L. 노랑꽃창포

식재종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

Agropyron ciliare (Trin.) Franch. 속털개밀

-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그령

-

Melica scabrosa Trin. 참쌀새

-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

꼭두서니과
꿀풀과

가지과

현삼과

국화과

백합과

벼과

사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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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부처꽃과

Paspalum thunbergii Kunth ex Steud. 참새피

-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식재종

Poa annua L. 새포아풀

-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

-

Setaria viridis (L.) P. Beauv. 금강아지풀

-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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