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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사의 조경식물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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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heir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landscape plants planted in the Bongjeongsa

(Temp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andscape plants were summarized as 38 taxa including 25 families, 30 genera,

32 species, 2 varieties and 4 forms. The results of forms were 17 taxa in trees, 6 taxa in shrubs and 15 taxa in herbs.

The big trees over 20m of height were Quercus aliena, Quercus variabilis, Ginkgo biloba and Sophora japonica. The

results of leaf fall and type were 4 taxa in evergreen coniferous trees, 1 taxa in evergreen broad leaved tree, 17 taxa

in deciduous broad leaved trees and 1 taxa in deciduous coniferous tree. In evergreen coniferous trees, Abies holophylla,

Abies koreana and Pinus koraiensis were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The exotic species were 4 taxa including

Lampranthus spectabilis, Papaver rhoeas, Viola tricolor and Tagetes patula, and the naturalized plant was Papaver

rhoeas.

Key Words: Planting Species, Exotic Species, Landscape Tree, Traditional Landscape

국문초록

본 연구는 봉정사에 식재된 조경식물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조경식물은 25과 30속 32종 2변종 4품종등 38분류군으로요약되었다. 나자식물은 5분류군, 피자식

물은 33분류군이다. 성상분석결과, 교목 17분류군, 관목 6분류군, 초본 15분류군으로나타났다. 수고 20m 이상인대교목은

갈참나무, 굴참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이다. 낙엽 유무 및 형태에 따른 분석 결과, 상록침엽 4분류군, 상록활엽 1분류군,

낙엽활엽 17분류군, 낙엽침엽 1분류군이다. 상록침엽 중 전나무, 잣나무, 구상나무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다. 외래종

은 송엽국, 개양귀비, 삼색제비꽃, 만수국 등 4분류군이며, 귀화식물은 개양귀비이다.

주제어: 식재종, 외래종, 조경수목, 전통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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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전 분야에서 발

전시켰으며, 불교는우리나라역사, 문화에지대한영향을미쳤

는데, 전국에 건립되어있는사찰들은고유한문화유산으로자

리잡고있다(김상겸과김성준, 2009). 특히사찰은속세에서멀

리 떨어져 있고, 사찰에 들어가면 울창하고 아름다운 수목, 맑

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며, 세속과

다른모습을보이는신성한지역이다(이경복, 2005). 따라서한

국의사찰은수려한자연경관속에있는전통문화공간으로자

연과 종교가 조화되는 지역이며, 전통사찰은 산지 내 있어 다

양한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매개물이다(오현경 등, 2014).

또한 전통사찰은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 있는 근자연요소인

동시에 고유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간직한 역사문화자원이다.

대부분 전통사찰은 울창한 숲, 계곡, 건축물 등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기때문에많은관광객들이찾고있으며, 사찰의 울창한

숲이나전통적인사찰정원을보기위한관광객들도많다. 이러

한 사찰 내 식재경관 조성은 딱딱한 건축경관의 순화, 자연경

관과의 일체감 부여, 계절감, 공간의 척도감, 장소성을 제공함

으로써 공간의 활력을 생성시킨다(허상현, 2005).

즉, 사찰조경은사찰의고유경관을형성하는데중요한요소

이자 골격이다. 그러나 사찰조경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외래수종의식재로인한한국적경관성의소멸, 경관개선을 위

한 외래종 도입 등(이선희 등, 2016)과 같이 무분별하고 무계

획적인 조경식물의 사용은 전통사찰의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

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찰 내 조경식물의 식재는 전통성, 역

사성, 생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필요한 부

분이다.

이에본연구는경상북도안동시에있는봉정사에식재된조

경식물에대한종류와특성을조사및분석하여전통사찰의조

경 및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봉정사는 경상북도 안동시 천등산에 위치한 고찰이며(임남

수, 2008) 대한불교 조계종제 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말사로

봉정사의 최초 창건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의 창건이라는

기록과 능인대덕의 창건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대체로 능인대

덕의 창건으로 보고 있다. 신라 문무왕 12년(672년)에 능인대

덕이수도를 한 후도력으로 종이 봉을 만들어 날렸는데, 종이

봉이 앉은 곳에 절을 짓고 봉정사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홍

광표 등, 2016).

가람배치는대웅전과극락전을중심으로이원병렬형식(二院

竝列形式)을 가지며, 진입공간에서부터 대웅전까지 주축을, 이

와병렬하여극락전에이르는부축으로배치되어있고, 극락전

을 서쪽에 둔 것은 아미타불의 서방정토세계(西方淨土世界)를

상징하여 불국사와 유사한 가람배치를 보이며(옥선호와 이상

준, 1996), 면적은 약 358,400m
2
이다.

봉정사가 있는 천등산 주변의 자연환경의 경우, 현존식생은

소나무군락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나무-굴참나무군락, 졸참

나무-갈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굴참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신갈나무-상수리나무군락, 상수리나무-

떡갈나무군락 등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우점하고 있다. 식물상

은 75과 224속 302종 1아종 52변종 6품종등 361분류군이며, 정

밀생태조사종은 천마, 솔체꽃, 오동나무, 검팽나무, 꼬리조팝나

무, 참당귀가 분포한다(환경부, 1998) 기상환경은 평균기온

12.5℃, 평균최고기온 18.7℃, 최고기온 35.6℃, 평균최저기온

7.1℃, 최저기온 —13.4℃, 강수량 960.4mm, 평균상대습도 63.0

%, 평균풍속 1.6m/s, 최다풍향 WNW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

추운 내륙성 기후이다(기상청, 2014).

2. 조사 및 분석방법

식물조사는 2015년 7～8월에 실시하였으며, 경내 건축물 주

변과 화계에 있는 식재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내의 경계는

외곽 담장과 석단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내 식물 중

식재유무를판단할수없는자연발생종및잡초종은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범위는봉정사내주요건축물인대웅전, 극락

전, 화엄강당, 고금당, 만세루, 요사채 주변으로 한정하였다(그

림 1 참조).

식물의동정은윤평섭(2001), 이창복(2003) 및이영로(2006)

의 문헌을 사용하였으며, 식물의 국명과 학명은 국가표준식물

목록(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에 의거하였다. 조

경식물의 목록은 부록 1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분류군은 En-

gler 체계에따라배열하였고, 과내학명은알파벳순으로기재

하였다.

식물의성상은수형, 줄기와가지의구분, 목질화, 수고 등을

토대로교목, 관목, 덩굴, 초본으로구분하였다. 낙엽유무와형

태는초본을제외한교목과관목을대상으로하였으며, 상록침

엽, 상록활엽, 낙엽활엽, 낙엽침엽으로 구분한 후 분석하였다.

외래종은 외국에서 관상용, 약용, 식용 등 의도적, 비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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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단계 과 속 종 변종 품종 소계

나자식물 2 3 5 - - 5

피자식물 23 27 27 2 4 33

  쌍자엽식물 20 23 23 2 4 29

  단자엽식물 3 4 4 - - 4

합계 25 30 32 2 4 38

표 1. 봉정사의 조경식물 현황

그림 1. 연구대상지와 범위

로도입된식물을대상으로하였으며, 이들에포함되는귀화식

물도 함께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경식물 현황

봉정사에식재된조경식물은 25과 30속 32종 2변종 4품종등

총 38분류군이며, 나자식물은 2과 3속 5종 등 5분류군, 피자식

물 중 쌍자엽식물은 20과 23속 23종 2변종 4품종 등 29분류군,

단자엽식물은 3과 4속 4종 등 4분류군이다(표 1 참조).

조경식물 중 갈참나무, 굴참나무와 같은 산림수종이 조사되

었는데, 이들은 과거 식재되었다기 보다는 종자 발아에 의해

자연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참나무류는 고유 자생수

종으로 임지적응력과 생장이 좋아 산림생태학적으로 중요 식

물이며, 특히 굴참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식물로써

수피, 종자 등의 이용성이높다(송정호 등, 2000). 따라서 봉정

사내굴참나무는생태학적역할뿐만아니라, 조경학적, 자원학

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꽃을 감상하는 식물은 송엽국, 매발톱꽃, 개양귀비, 수국, 산

수국, 산사나무, 매실나무, 앵도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봉선

화, 접시꽃, 삼색제비꽃, 배롱나무, 부처꽃, 영산홍, 산철쭉, 불

두화, 도라지, 국화, 만수국, 맥문동, 무릇, 상사화, 범부채등 25

분류군이다. 이 중매발톱꽃은다양한꽃색을가지고종자발아

가 잘 되어 화단용으로 좋으며, 산수국과 맥문동은 내음성이

강하여 교목 하부에 식재하면 왕성한 생육을 한다. 또한, 산철

쭉은 자생 철쭉류 중 꽃이 화려하고 돌틈 식재용으로 적합한

종이며, 도라지는 꽃과 함께 뿌리를 식용하는 자원식물이다.

2. 성상

조경식물의 성상 분석 결과, 교목 17분류군(44.7%), 관목 6

분류군(15.8%), 초본 15분류군(39.5%)이며, 덩굴은 없었다(그

림 2 참조). 또한, 교목과 관목을포함한 목본은 23분류군(60.5

%), 초본은 15분류군(39.5%)으로 목본성 식물이 많이 식재되

었다.

식재본수가 많은 수종은 매실나무 7본, 감나무․느티나무․

소나무각 4본이며, 수고가 20m이상인대교목은갈참나무, 굴

참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이다. 조경식물로많이사용되는소

나무와 느티나무는 일주문과 건축물 주변에서 식재되었으며,

대부분 단식형태를 하고 있었다. 소나무는 수형이 비정형이기

때문에자연스러운식재경관을형성하며, 전통적경관에서부터

현대적 경관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소나무는 조경수

목의 주 대상이며, 전통조경양식인 자연풍경식과 어울리고 민

족성과 부합되어 많이 사용된다(윤영활, 1993). 그리고 느티나

무는 평정형의 수형을 가지며, 짙은 녹음과 단풍이 아름다워

정자목, 공원수, 가로수로 이용가치가 높다(남재익 등, 2013).

이러한 목본성 식물은 식재경관을 형성하는 주 요소이기 때문

에 봉정사의 식재경관은 목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식재경관은 기조식재를 통해 형성되는데, 기조식재는

단위경관의전체적인경관구조의틀을만들때사용되는방법

이다(김상범 등, 2007). 그러나 본 지역이 전통사찰인 점을 감

안한다면봉정사의경관이수목에의한것도있지만, 전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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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봉정사의 조경식물 성상분석

물, 주변 경관, 가람 배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관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수목 식재 시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낙엽 유무 및 형태

낙엽 유무 및 형태에 있어 상록침엽은 4분류군(17.4%), 상

록활엽 1분류군(4.3%), 낙엽활엽 17분류군(73.9%), 낙엽침엽

1분류군(4.3%)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 참조). 따라서 낙엽활

엽이 가장 많았으며, 상록활엽 및 낙엽침엽이 가장 적었는데,

낙엽침엽의 경우 은행나무, 메타쉐콰이어, 낙우송, 일본잎갈나

무 등 수종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록활엽은 일부 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난대 지역에서

생육한다. 이는 본 지역이 중부 온대지역으로 내륙성 기후인

점을감안한다면기온에의해수종이적었다고판단된다. 방광

자와 이종석(1995)은 우리나라 조경수목 중 낙엽활엽 종류가

가장 많으며, 경북 지방의 조경수목도 낙엽활엽이 가장 많이

식재되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상록침엽은 전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잣나무, 상록활엽은

그림 3. 봉정사의 조경식물 낙엽형태 및 유무 분석

영산홍, 낙엽활엽은 느티나무, 산수국, 산사나무, 매실나무, 감

나무, 당단풍나무 등, 낙엽침엽은 은행나무이다. 상록침엽 중

전나무와잣나무는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Ⅰ등급, 구상나무는

Ⅲ등급으로(김철환, 2000) 특히 구상나무와 같이 등급이 높은

종은 생태적으로 특이성이 높다. 또한, 구상나무는 한국특산종

으로전북덕유산이남의해발 1,000m이상의고산지대에서생

육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 적응해 있고, 온도가 높으면 생육

에영향을받는다(정문화등, 2015). 따라서조경식물이지만생

태적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경식재종 선택 시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외래종

외래종은 송엽국, 개양귀비, 삼색제비꽃, 만수국 등 4분류군

이며(그림 4 참조), 대부분 화단에 식재되어 있었다. 이 중 개

양귀비는 귀화식물로써 원산지는 유럽이며, 귀화도는 분포 및

개체수가 희귀한 1등급, 이입시기는 1922～1963년에 이입된 2

기이다(이유미 등, 2011). 개양귀비는 꽃이 아름답고 환경적응

력이 뛰어나 도로, 화단, 공원 등에서 경관식물로 많이 사용된

다.

이러한 외래종은원산지가외국이면서한국에식재되었거나

야생하는것으로식용, 약용, 관상용으로도입되어야생에서스

스로 적응한 식물이다(임동옥과 황인천, 2006). 그리고 외래종

에는 귀화식물도 포함된다. 귀화식물은 새로운 지역과 환경에

적응이 빠르며, 질병, 포식, 경쟁자로부터 성공적인 도피와 높

은번식력으로교란지역에서선구성식물군락을형성하며, 자

생식물의 생태적 지위를 위협한다(임동옥 등, 2009).

사찰 내 외래종 식재는 전통경관과 분위기를 반감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찰 내외래종 문제는 삼보사찰(유주한

등, 2010), 해인사(홍광표와 유주한, 2015), 해운정사(유주한과

홍광표, 2015) 등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 문

화, 역사적으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지역이며, 그 속에

식재된 식물종 또한 그 의미를가지고 있다. 이에 사찰 조경은

한국전통정원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외래종 식재보다는 자

생종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사찰과 인접 지역에 분포

하는 식물을 사용한다면 전통성과 역사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생물종다양성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봉정사에

식재된 조경식물의 종류와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전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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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송엽국(Lampranthus spectabilis) b: 개양귀비(Papaver rhoeas)

c: 삼색제비꽃(Viola tricolor) d: 만수국(Tagetes patula)

그림 4. 봉정사에 식재된 외래종

의 관리를 위한기초자료제공에 목적이있다.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조경식물은 25과 30속 32종 2변종 4품종등총 38분

류군이며, 나자식물은 2과 5분류군,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20과 29분류군, 단자엽식물은 3과 4분류군이다. 갈참나무, 굴참

나무와 같은 산림수종은 과거 식재되었다기 보다는 주변의 참

나무류 군락에서 종자가 유입되어 자연발생된 것으로 생각된

다.

두번째, 성상 분석결과, 교목 17분류군, 관목 6분류군, 초본

15분류군이며, 교목과 관목을 포함한 목본은 23분류군, 초본은

15분류군으로 목본성 식물이 많았다. 식재본수가 많은 수종은

매실나무 7본, 감나무․느티나무․소나무 각 4본이며, 수고가

20m 이상인대교목은 갈참나무, 굴참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이다. 이러한 목본성식물은식재경관을형성하는주요소이기

때문에 봉정사의 식재경관은 목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생각

된다.

세 번째, 낙엽 유무 및 형태 분석 결과, 상록침엽은 4분류군,

상록활엽 1분류군, 낙엽활엽 17분류군, 낙엽침엽 1분류군으로

낙엽활엽이가장많았으며, 상록활엽 및낙엽침엽이가장적었

다. 특히 상록활엽이 적은 것은 봉정사가 경북 내륙의 기후대

에 입지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록침엽 중 전나무, 잣나

무, 구상나무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에 해당된다.

네 번째, 식재된 외래종은 송엽국, 개양귀비, 삼색제비꽃, 만

수국 등 4분류군이며, 이 중 개양귀비는원산지가 유럽인 귀화

식물이다. 전통사찰은종교, 문화, 역사적으로대표성과상징성

을 가지는지역이며, 그 속에 식재된 식물종 또한의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향후자생식물로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봉정사의 조경식물만을 대상으로 분석

하여 전통사찰의 조경식물 특성을 대표하기엔 부족하며, 식재

의 기능적, 미적, 생태적 특성을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

후 다양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조경식물 및 식재특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국립수목원, 한국식물분류학회(2007) 국가표준식물목록. 국립수목

원 보고서.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2� no.� 2

62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2권 제2호(2016년 12월)� �

2. 기상청(2014) 기상연보. 기상청 보고서.

3. 김상겸, 김성준(2009) 국가의 전통․민족문화 계승의무와 전통사

찰 보존에 관한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3(2): 461-481.

4. 김상범, 이상영, 허준, 이승주(2007) 농촌마을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방안-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마을 사례-. 농촌

관광연구 14(2): 43-63.

5. 김철환(2000) 자연환경 평가-Ⅰ. 식물군의 선정-. 환경생물 18(1):

163-198.

6. 남재익, 최고은, 최명길, 박재인(2013) 국내 자생 느티나무 6개 집

단의 형태적 특징과 변이조사.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6(5): 557-

565.

7. 방광자, 이종석(1995) 우리나라 조경 수목의 식재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1): 67-94.

8. 송정호, 박문한, 문흥규, 한상욱, 이재선(2000) 굴참나무 천연집단

의 엽형 변이. 한국임학회지 89(5): 666-676.

9. 오현경, 최윤호, 유주한(2014) 사찰림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이용

한 식물생태지수 분석. 환경영향평가 23(4): 251-270.

10. 옥선호, 이상준(1996) 천등산 봉정사 건축에 관한 연구. 경남전

문대학 논문집 24: 55-83.

11. 유주한, 홍광표(2015) 부산광역시 해운정사의 조경식물과 식재

특성 분석.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1(2): 96-104.

12. 유주한, 홍광표, 이동훈(2010) 삼보사찰의 조경식물 및 식재특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19-128.

13. 윤영활(1993) 전통 조경수로서의 소나무의 상징성과 배식 및 이

용.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1(2): 33-40.

14. 윤평섭(2001) 한국의 화훼원예식물. 서울: 교학사.

15. 이경복(2005) 전통사찰 주변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

연구 10: 15-26.

16. 이선희, 진혜영, 이현채, 문애라, 최우경, 송유진, 송정화(2016)

한국 전통사찰 경내 식재실태 및 식재정비방안 연구. 한국전통

조경학회지 34(1): 53-70.

17. 이영로(2006) 새로운 한국식물도감(Ⅰ, Ⅱ). 서울: 교학사.

18. 이유미, 박수현, 정수영, 오승환, 양종철(2011) 한국내 귀화식물

의 현황과 고찰. 한국식물분류학회지 41(1): 87-101.

19. 이창복(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상, 하). 서울: 향문사.

20. 임남수(2008) 봉정사에 관한 제문제. 미술사연구 22: 73-92.

21. 임동옥, 김하송, 박문수(2009) 전남 북부지역의 귀화식물 분포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6): 506-515.

22. 임동옥, 황인천(2006) 가야산국립공원의 외래식물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3): 281-288.

23. 정문화, 정성관, 최철현, 신재윤, 유주한(2015)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목의 생장특성 분석-대구광역시 메트로팔레스단지를 대상

으로-. 한국임학회지 104(1): 35-42.

24. 허상현(2005) 전통사찰의 조경수 식재 실태연구-불국사, 분황사,

기림사, 골굴사-. 사찰조경연구 10: 79-92.

25. 홍광표, 유주한(2015) 해인사의 조경식물 분포 및 식재특성 분

석. 신라문화 46: 365-386.

26. 홍광표, 유주한, 허상현(2016) 봉정사, 선암사, 조계사에 식재된

조경식물의 특성. 한국정원디자인학회 2016 춘계 학술논문발표

회 초록집. pp. 157-159.

27. 환경부(1998) 안동․예천(2-05)의 자연환경. 환경부 보고서.

Received

Revised

Accepted

3인익명 심사필

:

:

:

10�May,� 2016

26� June,� 2016

14� December,� 2016

19� December,� 2016

(1st)

(2nd)



홍광표․유주한 : 봉정사의 조경식물 종류와 특성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2권 제2호(2016년 12월)� � 63

학명-국명 성상 전통종 외래종

Ginkgoaceae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낙엽침엽 ○ -

Pinaceae 소나무과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상록침엽 ○ -

Abies koreana Wilson 구상나무 상록침엽 ○ -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상록침엽 ○ -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상록침엽 ○ -

Fagaceae 참나무과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낙엽활엽 ○ -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낙엽활엽 ○ -

Ulmaceae 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낙엽활엽 ○ -

Moraceae 뽕나무과

Morus alba L. 뽕나무 낙엽활엽 ○ -

Molluginaceae 석류풀과

Lampranthus spectabilis N. E. Br. 송엽국 초본 - ○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꽃 초본 ○ -

Papaveraceae 양귀비과

Papaver rhoeas L. 개양귀비 초본 - ○

Saxifragaceae 범의귀과

Hydrangea macrophylla for. otaksa (Siebold ＆ Zucc.) Wilson 수국 낙엽활엽 ○ -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iebold ＆ Zucc.) Wilson 산수국 낙엽활엽 ○ -

Rosaceae 장미과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낙엽활엽 ○ -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 낙엽활엽 ○ -

Prunus tomentosa Thunb. 앵도나무 낙엽활엽 ○ -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낙엽활엽 ○ -

Leguminosae 콩과

Sophora japonica L. 회화나무 낙엽활엽 ○ -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낙엽활엽 ○ -

Balsaminaceae 봉선화과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 초본 ○ -

Malvaceae 아욱과

Althaea rosea Cav. 접시꽃 초본 ○ -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tricolor L. 삼색제비꽃 초본 - ○

Lythraceae 부처꽃과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낙엽활엽 ○ -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부처꽃 초본 ○ -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상록활엽 ○ -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H. Lév.) Sugim. 산철쭉 낙엽활엽 ○ -

부록 1. 봉정사의 조경식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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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kaki Thunb. 감나무 낙엽활엽 ○ -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낙엽활엽 ○ -

Labiatae 꿀풀과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 ex Holmes 박하 초본 ○ -

Caprifoliaceae 인동과

Viburnum opulus for. hydrangeoides (Nakai) Hara 불두화 낙엽활엽 ○ -

Campanulaceae 초롱꽃과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 DC. 도라지 초본 ○ -

Compositae 국화과

Dendranthema grandiflorum (Ram.) Kitam cv. 국화 초본 ○ -

Tagetes patula L. 만수국 초본 - ○

Liliaceae 백합과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맥문동 초본 ○ -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초본 ○ -

Amaryllidaceae 수선화과

Lycoris squamigera Maxim. 상사화 초본 ○ -

Iridaceae 붓꽃과

Belamcanda chinensis (L.) DC. 범부채 초본 ○ -

부록 1.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