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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management of road environment through surveying and
analysing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roadside of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The numbers of vascular plants
were summarized as 226 taxa including 55 families, 160 genera, 207 species, 1 subspecies, 16 varieties and 2 forma. In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Raunkiaer's life forms, megaphanerophytes (M) were 17 taxa, 20 taxa of nanophanerophytes
(N), 17 taxa of chamaiphytes (Ch), 42 taxa of hemicryptophytes (H), 19 taxa of geophytes (G), 107 taxa of therophytes
(Th) and 4 taxa of hydrophytes (HH). The planting species were 31 taxa including Lampranthus spectabilis N.E.Br., Brassica
napus L., Saxifraga stolonifera Meerb., Rosa rugosa Thunb., Coreopsis lanceolata L., Zoysia japonica Steud. and so forth.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9 taxa including 1 taxa of grade Ⅲ, 1 taxa of grade Ⅱ and 7 taxa of grade
Ⅰ. The halophytes were 6 taxa including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Vitex rotundifolia L.f., Aster sphathulifolius Maxim., Cynodon dactylon (L.) Pers. and Peucedanum japonicum
Thunb.. The naturalized plants were 59 taxa including Fallopia dumetorum (L.) Holub, Veronica persica Poir., Cosmos
bipinnatus Cav., Bromus tectorum L. and so forth.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4 taxa including Rumex acetosella L.,

Ambrosia artemisiifolia L., Aster pilosus Willd. and Lactuca scariola L..

Key Words: Planting Species, Flower Bed, Naturalized Plant, Roadside

국문초록

본연구는경상북도영덕군의도로변에분포하는식물상을조사및분석하여도로환경관리를위한기초자료제공에

목적이 있다. 식물상은 55과 160속 207종 1아종 16변종 2품종 등 226분류군이며, 생활형 분석 결과, 교목 17분류군, 관목
20분류군, 지표식물 17분류군, 반지중식물 42분류군, 지중식물 19분류군, 일년생식물 107분류군, 수생식물 4분류군이다.
식재종은 송엽국, 유채, 바위취, 해당화, 큰금계국, 잔디 등 31분류군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9분류군으로,

Ⅲ등급은 1분류군, Ⅱ등급은 1분류군, Ⅰ등급은 7분류군이다. 염생식물은 번행초, 갯메꽃, 순비기나무, 해국, 우산잔디,

Corresponding author: You, Ju-Ha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Phone: +82-54-770-2230, E-mail: 
youjh@dongguk.ac.k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4 no. 1

10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4권 제1호(2018년 6월)� �

Ⅰ. 서론

도로는 지역 간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향상시켜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기반시설로서 고속

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김보

현과 이경재, 2000), 우리나라의 도로는 전국 생활권이 가능하

도록 잘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은 산림을 벌채하여

강한 직사광선과 바람이 직접 작용하여 환경변화가 발생되며,

이로인한귀화식물의이입, 종조성변화, 사면녹화용외래식물

의 확산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고 있다(김현철 등, 2007).

또한 도로는 산림의 파편화를 가속시켜 생물서식공간의 감소

로이어지며, 도로변의 토양은각종오염물질과중금속으로피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양분이 거의 없는 척박지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도로변에는가로수및초화류가식재되어경관적,

생태적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결과

물이 가로녹지라고 할 수 있다.

가로녹지는 운전자와 보행자, 주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

경과 안전한 흐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가로수, 수목, 초화류,

경관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박미옥과 구

본학, 2012). 특히가로변또는도로변은가로수가식재되어있

어도로변녹지는가로수가중요한요소이다. 이러한 가로수는

도시 선형녹지축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요소로서, 가로경관 형

성, 도시미기후 조절, 소음공해 감소, 보행자 보호 등의 기능을

가진다(홍윤순등, 2008). 따라서가로수는개체별로점적요소

이나, 이들이 모이면 선적 형태를 가져 도시의 대표적인 선형

경관과 녹지를 대표함과 아울러 환경적, 생태적, 미적 기능을

가진 도로변의 생태공간이다.

도시는 대부분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되어 있지만 가로수의

식재공간이나 도로변 유휴지는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토양이

존재하며, 도시생태계에서 생물서식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로수 공간은 생물적, 화학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교란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식물생육공간이다(김정섭 등, 2005). 따라서 도

로변은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지속적인 환경교란

과 간섭으로 인해 불안정한 환경이 형성되어 자연식생보다는

경관증진을위한조경식재종및귀화식물이대부분을차지한다.

도로변 식물상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경남북 도로(김길웅

등, 1999), 안동시(송종석과 안상홍, 1999), 지리산국립공원(김

보현과 이경재, 2000), 대구광역시(김정섭 등, 2005), 한라산국

립공원(김현철 등, 2007) 등이 수행되었으나, 주로 자연발생된

잡초 및 귀화식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경우

도로변에 식재된 조경식물과 더불어 자생식물과 귀화식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지역인 영덕군은 상주∼영덕간 고속국도 개통으로

많은관광객들이영덕군을찾고있어새로운관광도약기를맞

아지역경제활성화가기대되며, 동해바다 녹색길조성사업등

을 통해 동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관내도로는일부구간을제외하고도로변환경을방치

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도로경관에대한관리가필요한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덕군 도로변에 분포하는

식재종의종류, 귀화식물의 분포등을파악하여도로환경의관

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현장조사는 2017년 5월 15일, 5월 25일, 6월 7일, 7월 24일, 8

월 13일 등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7번 국도 및 기타 지

방도 주변의 화단, 유휴지, 가로수 하부, 사면, 교차로 등 도로

환경과 관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경로는 그림 1

과같다. 본 연구에서는가로수로식재된목본류는제외하였으

며, 자연적으로 생육하는 식물과 식재된 초화 및 관목을 중점

적으로 조사하였다.

식물의 동정은 이창복(2003)의 문헌을 사용하였으며, 학명

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과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6)에 따라 기

재하였다. 분류군은 Engler 체계(Melchior, 1964)에의거하여배

열하였으며, 과내학명은알파벳순으로기록하였다. 또한식물

의 생활형은 Raunkiaer(1934)가 제시한 생활형 스펙트럼에 따

라교목(Megaphanerophytes), 관목(Nanophanerophytes), 지표

식물(Chamaiphytes), 반지중식물(Hemicryptophytes), 지중식물

(Geophytes), 일년생식물(Therophytes), 수생식물(Hydrophytes)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최종 식물상 목록(부록 1 참조)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식물상 목록을 바탕으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환

경부, 2012), 귀화식물(박수현, 2009; 이유미등, 2011), 생태계

갯기름나물 등 6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 닭의덩굴, 큰개불알풀, 코스모스, 털빕새귀리 등 59분류군이며, 생태계 교란식물

은 애기수영,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등 4분류군이다.

주제어: 식재종, 화단, 귀화식물,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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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식물(국립환경과학원, 2012)에 대해분석하여도로변식물

상 특성을 반영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현황

영덕군 도로변에 분포하는 식물상은 55과 160속 207종 1아

종 16변종 2품종등 226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1과 1속 1종등

1분류군(0.4%), 나자식물은 1과 1속 2종등 2분류군(0.9%), 피

자식물중쌍자엽식물은 47과 126속 169종 1아종 11변종 1품종

등 182분류군(80.5%), 단자엽식물은 5과 32속 35종 5변종 1품

종 등 41분류군(18.1%)이다(표 1 참조). 경남도로는 75분류군

및 경북도로는 89분류군(김길웅 등, 1990)과 비교할 시 본 지

역에서 더 많은 분류군이 출현하여 식물다양성이 높다고 생각

되며, 이는내륙과해안지형이모두포함되어나타난결과라고

판단된다.

분류군수가많은상위 3개과의경우, 국화과 37분류군(16.4%),

벼과 30분류군(13.3%), 콩과 20분류군(8.8%)의 순으로 나타나,

국화과와 벼과가 가장 많았다. 국화과와 벼과는 광조건이 풍부

한지역에서생육이양호한데(유혜선등, 2013) 본 지역의경우

울창한 식생이 없는 도로변으로 광조건이차단될 수 있는 요소

가거의없기때문에수광량이많다. 따라서환경조건에기인하

여 국화과와 벼과가 많이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a. 조사경로도 b. 주요 조사경로전경

그림 1. 조사경로 및 전경

분류단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양치식물 1 1 1 - - - 1

나자식물 1 1 2 - - - 2

피자식물 52 158 204 1 16 2 223

쌍자엽식물 48 126 169 1 11 1 182

단자엽식물 5 32 35 - 5 1 41

합계 55 160 207 1 16 2 226

표 1. 영덕군 도로변에 분포하는 식물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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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생활형은 식물군집의 종조성, 특정환경 요소에 대한

반응, 경쟁관계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김창환등, 2015), 환경

에 대한 종조성 및 토양환경 변화에 따른 특정 생활형의 증가

등을파악할수 있다. 생활형 분석 결과, 교목 17분류군(7.5%),

관목 20분류군(8.8%), 지표식물 17분류군(7.5%), 반지중식물

42분류군(18.6%), 지중식물 19분류군(8.4%), 일년생식물 107분

류군(47.3%), 수생식물 4분류군(1.8%)으로나타났으며, 일년생

식물이 가장 많았고, 수생식물이 가장 적었다(표 2 참조).

일년생 식물이 많이 출현한다는 것은 생태적 교란이 심각하

여생태계가불안정하는것을나타낸다(이기숙등, 2013). 또한

남한의일년생식물은전체식물의 19.0%인데(임양재등, 1982),

본 지역의 일년생 식물은 그보다 높은 약 2.4배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영덕군의 도로변은 교란과 간섭이 심각하고, 생태적으

로 불안정한 지역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년생 식물을 제

외하고 반지중식물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중부지역의 온대기

후대에서 반지중식물이 많다(오용자와 김성호, 1986)는 것과

일치하여 본 지역도 중부지방에 해당된다.

도로환경별 출현종은 내륙도로 216분류군, 해안도로 137분류

군으로, 내륙도로가 해안도로보다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하였으

며, 단독출현종의경우 내륙도로 87분류군, 해안도로 9분류군으

로 나타나 이 또한 내륙도로가 많았다(표 3 참조). 내륙도로와

해안도로에서 공통 출현종은 129분류군이다. 이는 내륙과 해안

의환경차이즉, 염분과해풍등의영향에의한것으로향후가

로화단조성시주변환경에대한정확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2. 식재종

도로변의식재종은송엽국, 채송화, 작약, 모란, 개양귀비, 유

채, 바위취, 해당화, 서양벌노랑이, 자주개자리, 봉선화, 접시꽃,

무궁화, 삼색제비꽃, 푸른잎노랑낮달맞이꽃, 분홍낮달맞이꽃,

지면패랭이꽃, 샐비어, 페튜니아, 능소화, 큰금계국, 코스모스,

해바라기, 뚱딴지, 원추천인국, 프렌치메리골드, 왕원추리, 참나

리, 맥문동, 자주닭개비, 잔디등 31분류군이며, 전체식물의약

13.7%에 해당된다.

도로변 식재지역은 도로 사면부, 해안도로변 화단, 도로변,

자전거도로변등이며(그림 2 참조), 그 외도로변유휴지, 개인

주택변 등이다. 식재종 중 가장 많이 확인된 식물은 큰금계국

으로 나타났다.

특히도로변에가장식재되어있었으며, 유묘식재보다는종

자를 파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큰금계국은 식재의도와

달리주변지역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었으며, 일부는자연식

생지역으로도 침입하여 생태계 교란식물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큰금계국은일본에서특정외래생물로지정하여수입

및재배를금지하고있다(길지현과김창기, 2014). 조경용식물

은 관상가치가높고재배가용이하며, 환경적응력이좋아관리

가쉬운식물로서자생종이든외래종이든식재는가능하다. 그

러나 큰금계국과 같이 관상가치가 높고 발아력이 좋아 조경용

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식물은자생식물의생육을방해하고피압할뿐만아니라, 단일

종으로 우점군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큰금계국이 미치는 생태계의 위해성

은 군락 동태, 개체수, 우점도, 종다양성지수 등의 식생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 식재 후 주변 지역으로확산되고 있는 식물은송엽국,

유채, 서양벌노랑이, 자주개자리, 코스모스, 뚱딴지, 원추천인국

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관상가치가높은외래식물의사용은일

시적인경관형성은되나, 이들의확산은생태적으로악영향을

초래한다(홍광표와 유주한, 2015). 그러나 외래식물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가진고볼수는없지만, 도로변

화단, 정원, 공원 등에사용할시이들의생태적특성을파악하

고 식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식재매뉴얼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로변 화단의 모습이 선형인 대상화단이 대부분을

생활형 교목 관목 지표식물 반지중식물 지중식물 일년생식물 수생식물

분류군수 17 20 17 42 19 107 4

비율(%) 7.5 8.8 7.5 18.6 8.4 47.3 1.8

표 3. 영덕군 도로환경별 출현종 현황

구분 내륙도로 출현종 해안도로 출현종 내륙도로 단독출현종 해안도로 단독출현종 공통 출현종

분류군수 216 137 87 9 129

비율(%) 95.6 60.6 38.5 4.0 57.1

표 2. 영덕군 도로변에 분포하는 식물의 생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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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있어경관의다양성이부족하였다. 따라서주요 교차

로는 기식화단, 식재공간의 넓은 지역은 모전화단 등 다양한

형태의 화단을 조성하면 영덕군 관내 가로경관의 다양성이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9분류군으로, Ⅲ등급은 단풍나

무 1분류군, Ⅱ등급은 갯기름나물 1분류군, Ⅰ등급은 참느릅나

무, 번행초, 사철나무, 갯메꽃, 순비기나무, 해국, 우산잔디등 7

분류군으로확인되었으며, Ⅲ∼Ⅴ등급은생태적특이성이높은

데, 여기에 해당되는식물은단풍나무이나주변식재된개체의

종자가 발아한 유묘이기 때문에 특이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 참조). 내륙도로변은참느릅나무, 사철나무, 단풍나무, 해

안도로변은 번행초, 갯메꽃, 순비기나무, 해국, 우산잔디, 갯기

름나물이 생육하였다(그림 3 참조).

해안도로변에 있는 식물들은 염생식물의 종류로서 내륙의

중성식물과는 생태적, 생리적 특징이 다르다. 이러한 염생식물

은 형태적 특성과 체내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생리적 기작을

가지고 있어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잘 적응한다(심현보 등,

2009). 또한염생식물은연안생태계의 1차생산자기능, 육지의

침식보호, 하수정화기능, 생물서식공간제공및생태적경관가

치 부여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최병권, 1998).

따라서염생식물의생육은본지역이해안이접해있는특정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염생식물은 내륙에서 생육이

불가능한 특수 식물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있다. 또한 최

근 동해안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이들의 생육환경에 악영향

이발생되고있기때문에특수한생리적기작을가진염생식물

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4. 귀화식물

귀화식물은닭의덩굴, 소리쟁이, 흰명아주, 개소시랑개비, 아

a. 도로사면부 b. 해안도로변 화단

c. 도로변 식재 d. 자전거도로변 식재

그림 2. 주요 식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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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나무, 가죽나무, 달맞이꽃, 큰개불알풀, 코스모스, 뚱딴지,

큰방가지똥, 털빕새귀리등 59분류군이확인되었다(표 5 참조).

이는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도로 45분류군(김보현과 이경재,

2000), 한라산국립공원 1100도로 37분류군(김현철 등, 2007)과

비교해 보면, 본 지역의 귀화식물이 더 많아 교란과간섭이 심

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산지는 유럽 22분류군(37.3%), 북아메

리카 19분류군(32.2%), 유라시아 6분류군(10.2%), 남아메리

카․아시아․열대아메리카각 4분류군(6.8%), 귀화도는1등급 3

분류군(5.1%), 2등급 6분류군(10.2%), 3등급 21분류군(35.6%),

4등급 5분류군(8.5%), 5등급 24분류군(40.7%), 이입시기는 1

기 32분류군(54.2%), 2기 10분류군(16.9%), 3기 17분류군

(28.8%)으로 분석되었다.

귀화도가 4등급 이상이면서 이입시기가 3기인 식물은 전국

적인확산이예상되는식물(이유미등, 2011)로 가는털비름, 콩

다닥냉이, 미국실새삼,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울산도깨

비바늘, 가시상추, 만수국아재비, 큰이삭풀, 큰김의털 등 10분

류군이다. 이중미국실새삼은전국적으로도로변에서약 41.3%

가 출현하며, 주로 관리가 미흡한 도로변 등 교란이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에서 많이 생육하고, 목본 및 초본류를 가리지 않

고흡반을부착하여피압하는특징을가진다(황성민등, 2013).

본 지역에서도 도로변의 방치된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어 생육

환경이 유사하였으며, 주변 식물을 피압하고 있어 식재종 및

자생종의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큰김의털은 주로 사면녹화지역 주변에서 점 또는 선적

학명-국명 등급 비고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Ⅰ

내륙도로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번행초 해안도로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내륙도로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갯메꽃 해안도로

Vitex rotundifolia L. f. 순비기나무 해안도로

Aster sphathulifolius Maxim. 해국 해안도로

Cynodon dactylon (L.) Pers. 우산잔디 해안도로

Peucedanum japonicum Thunb. 갯기름나물 Ⅱ 해안도로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Ⅲ 내륙도로

a. 번행초 b. 갯메꽃 c. 순비기나무

d. 해국 e. 우산잔디 f. 갯기름나물

그림 3.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염생식물

표 4. 영덕군 도로변에 분포하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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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유럽 3 1

Rumex acetosella L. 애기수영* 유럽 3 1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유럽 5 1

Rumex nipponicus Franch. ＆ Sav. 좀소리쟁이 아시아 2 1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유라시아 3 2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북아메리카 3 3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유럽 2 1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유라시아 5 1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유럽 5 1

Amaranthus patulus Bertol. 가는털비름 남아메리카 5 3

Papaver rhoeas L. 개양귀비 유럽 1 2

Brassica juncea (L.) Czern. 갓 아시아 5 1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북아메리카 5 3

Thlaspi arvense L. 말냉이 유럽 3 1

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 유럽 3 1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북아메리카 5 2

Lotus corniculatus L. 서양벌노랑이 유럽 1 3

Medicago sativa L. 자주개자리 유럽 2 1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북아메리카 5 1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유럽 3 1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유럽 5 1

Euphorbia maculata L. 큰땅빈대 북아메리카 4 2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북아메리카 5 1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아시아 5 1

Abutilon theophrasti Medicus 어저귀 아시아 3 1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북아메리카 5 1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 북아메리카 5 3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열대아메리카 3 3

Ipomoea purpurea Roth 둥근잎나팔꽃 열대아메리카 3 1

Quamoclit coccinea Moench 둥근잎유홍초 열대아메리카 3 1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유라시아 3 1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유라시아 5 2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북아메리카 5 2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북아메리카 4 3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북아메리카 5 3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남아메리카 4 3

Carduus crispus L. 지느러미엉겅퀴 유라시아 3 1

표 5. 영덕군 도로변에 분포하는 귀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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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락 형태를 하고 있었다. 도로의 사면은 척박하고 건조하며,

강광지역이기 때문에 녹화를 위해 큰김의털과 같은 귀화식물

을 많이 이용한다(김하송과 오장근, 2010). 따라서 큰김의털은

사면녹화 시 사용된 개체에서 생산된 종자가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큰김의털은 종자생산량이 많고 총생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어 자생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

다(유주한등, 2014). 물론사면녹화용식물은시간이경과할수

록 주변 자생종과의 경합에서 경쟁력이 저하되어 천이가 발생

되지만, 지속적으로 선구식물역할을하기위해주변으로확산

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 도로변환경보전을위해서미국실새

삼, 큰김의털등을포함하여전국적인확산예상종에대한체계

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애기수영,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

추등 4분류군이확인되었다. 애기수영은소군락으로, 그 외식

물은대군락을형성하고있었으며, 특히가시상추는척박한토

양환경에서 생육하고 있었다. 가시상추는 천이 초기단계의 선

구식물로서 중부와 남부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김영하 등,

2013). 또한애기수영은목초지, 도로변, 제방뿐만아니라, 인접

한 산지로확산되며, 주로 척박한산성토양의식물로서지하경

이 1m이상생육하는데 120일정도소요되고, 절단된지하경도

다시확산되는특징을가진다(이인용등, 2001). 따라서이들은

제거가필요하며, 물리적, 화학적및생물적방제가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식물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방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개화 및 결실기를 고려한 방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도로변은 생태계 교란식물과 귀화식물이 확산되는

주요 경로로서 하천, 철도, 항만 등을 포함해서 귀화센터라고

한다. 따라서 도로변의생태계교란식물은차량의이동과그로

발생되는 바람에 의해 주변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확산범위가

현재보다더광범위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 생태계 교란식물

학명-국명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남아메리카 2 1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북아메리카 5 1

Coreopsis lanceolata L. 큰금계국 북아메리카 2 2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북아메리카 3 2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북아메리카 3 3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북아메리카 5 1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 유럽 2 3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 열대아메리카 3 3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북아메리카 3 1

Lactuca scariola L. 가시상추* 유럽 5 3

Rudbeckia bicolor Nutt. 원추천인국 북아메리카 3 2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유럽 5 1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유럽 5 1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유럽 3 1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 남아메리카 4 3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유럽 5 1

Tradescatnia reflexa Raf. 자주닭개비 북아메리카 1 1

Bromus tectorum L. 털빕새귀리 유럽 3 2

Bromus unioloides H. B. K. 큰이삭풀 유럽 4 3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유라시아 5 1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 유럽 5 3

Lolium multiflorum Lamarck 쥐보리 유럽 3 3

* 생태계 교란식물.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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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거를 위해서는 도로변 예초 및 잡초방제 시 이들도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영덕군의 도로변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조사및분석하여도로환경관리를위한기초자료제공에목적

이 있다. 출현 식물상은 55과 160속 207종 1아종 16변종 2품종

등 226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1과 1분류군, 나자식물은 1과 2

분류군, 쌍자엽식물은 47과 182분류군, 단자엽식물은 5과 41분

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벼과와국화과식물이가장많았는데,

도로변은개방된지역이많아광조건이좋다. 따라서이들이선

호하는광조건이좋은환경이형성되어나타난결과라고할수

있다. 생활형의 경우, 교목 17분류군, 관목 20분류군, 지표식물

17분류군, 반지중식물 42분류군, 지중식물 19분류군, 일년생식

물 107분류군, 수생식물 4분류군으로, 일년생 식물이가장많았

다. 일년생식물이많은지역은불안정한환경이형성된지역이

기때문에도로변은지속적인간섭과교란에의해노출되어있

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로환경별로 살펴보면, 내륙도로가 해안

도로보다 더 다양한 식물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재종은 송엽국, 채송화, 작약, 모란, 개양귀비, 유채, 바위

취, 해당화, 서양벌노랑이, 자주개자리, 봉선화, 분홍낮달맞이

꽃, 지면패랭이꽃, 큰금계국, 코스모스, 해바라기, 뚱딴지, 원추

천인국, 프렌치메리골드, 맥문동, 자주닭개비, 잔디 등 31분류

군이며, 이 중 큰금계국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식재종은 관

상가치가 높아 사용되는 식물이지만 무분별하게 식재할 경우

주변자연생태계로확산될가능성이있으며, 확산될경우 생태

계에대해교란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식재시신중한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9분류군으로, Ⅲ등급은 단풍나

무 1분류군, Ⅱ등급은 갯기름나물 1분류군, Ⅰ등급은 참느릅나

무, 번행초, 사철나무, 갯메꽃, 순비기나무, 해국, 우산잔디등 7

분류군이며, 이 중번행초, 갯메꽃, 순비기나무, 해국, 우산잔디,

갯기름나물은 염생식물에 해당된다. 귀화식물은 닭의덩굴, 소

리쟁이, 흰명아주, 개소시랑개비, 아까시나무, 가죽나무, 달맞이

꽃, 큰개불알풀, 코스모스, 뚱딴지, 큰방가지똥, 털빕새귀리 등

59분류군이며, 전국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식물은 가는털비름,

콩다닥냉이, 미국실새삼,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울산도

깨비바늘, 가시상추, 만수국아재비, 큰이삭풀, 큰김의털 등 10

분류군이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은애기수영, 돼지풀, 미국쑥

부쟁이, 가시상추 등 4분류군이다.

본 연구는 도로변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식재종, 식물구계학

적 특정식물, 귀화식물 등으로 구분한 후, 생태적 특성을 분석

하여 도로변의 생태환경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지가 영덕군으로 한정

되어있어향후다른시군및광역시등의대도시로범위를확

장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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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국명 생활형

속새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1,2 지중

소나무과
Pinus densiflora S. et Z. 소나무1 교목

Pinus thunbergii Parl. 곰솔1,2 교목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1 교목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1 교목

느릅나무과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1,2 교목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1 교목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1 교목

뽕나무과 Morus alba L. 뽕나무1 교목

삼과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환삼덩굴1,2 일년생

마디풀과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1,2 일년생

Persicaria hydropiper (L.) Spach 여뀌1 수생

Persicaria japonica (Meisn.) H. Gross ex Nakai 흰꽃여뀌1 수생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흰여뀌1 일년생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1,2 일년생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며느리배꼽1 일년생

Persicaria senticosa (Meisn.) H. 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1 일년생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고마리1,2 수생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1,2 일년생

Rumex acetosella L. 애기수영1 반지중

Rumex crispus L. 소리쟁이1,2 반지중

Rumex nipponicus Franch. ＆ Sav. 좀소리쟁이1 반지중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1 반지중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1,2 지중

번행초과
Lampranthus spectabilis N. E. Br. 송엽국1,2 반지중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번행초2 반지중

쇠비름과
Portulaca grandiflora Hook. 채송화1,2 일년생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1,2 일년생

석죽과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1,2 일년생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1 일년생

Sagina japonica (Sw.) Ohwi 개미자리1,2 일년생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1,2 일년생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1,2 일년생

명아주과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1,2 일년생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1 일년생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1,2 반지중

Amaranthus patulus Bertol. 가는털비름1,2 일년생

부록 1. 영덕군 가로변 출현식물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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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아재비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1,2 지표

새모래덩굴과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1 지표

작약과
Paeonia lactiflora Pall. 작약1,2 지중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모란1 관목

양귀비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1,2 일년생

Papaver rhoeas L. 개양귀비1,2 일년생

십자화과

Brassica juncea (L.) Czern. 갓1,2 일년생

Brassica napus L. 유채1,2 일년생

Capsella bursa-pastoris (L.) L. W. Medicus 냉이1,2 일년생

Cardamine fallax L. 좁쌀냉이1,2 일년생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1,2 일년생

Draba nemorosa L. 꽃다지1,2 일년생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1,2 일년생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1 일년생

Thlaspi arvense L. 말냉이1,2 일년생

버즘나무과 Platanus occidentalis L. 양버즘나무1 교목

돌나물과
Sedum bulbiferum Makino 말똥비름1 일년생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1,2 반지중

범의귀과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1 반지중

장미과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1 지표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1,2 지표

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1,2 지표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1,2 교목

Prunus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1 교목

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1,2 관목

Rosa rugosa Thunb. 해당화2 관목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1,2 관목

Rubus oldhamii Miq. 줄딸기1 관목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1,2 관목

콩과

Aeschynomene indica L. 자귀풀1 일년생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1 교목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1,2 관목

Chamaecrista nomame (Siebold) H. Ohashi 차풀1 일년생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1,2 일년생

Kummerowia stipulacea (Maxim.) Makino 둥근매듭풀1 일년생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1,2 일년생

Lathyrus japonicus Willd. 갯완두2 지중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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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과

Lespedeza cuneata G. Don 비수리1 반지중

Lotus corniculatus L. 서양벌노랑이1,2 반지중

Lotus corniculatus var. japonica Regel 벌노랑이1 반지중

Medicago sativa L. 자주개자리1 반지중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1,2 관목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1,2 교목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1 지표

Trifolium repens L. 토끼풀1,2 지표

Vicia amoena Fisch. ex DC. 갈퀴나물1 지중

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ls (Thuill) K. Koch. 살갈퀴1 일년생

Vicia hirsuta (L.) Gray 새완두1 일년생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Ohwi ＆H. Ohashi 새팥1,2 일년생

괭이밥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1,2 지표

Oxalis stricta L. 선괭이밥1 지표

쥐손이풀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1 반지중

대극과

Acalypha australis L. 깨풀1,2 일년생

Euphorbia maculata L. 큰땅빈대1 일년생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1,2 일년생

소태나무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1 교목

단풍나무과
Acer buergerianum Miq. 중국단풍1 교목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1 교목

봉선화과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1,2 일년생

노박덩굴과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1 관목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1,2 관목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1 관목

포도과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1 관목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1,2 관목

아욱과

Abutilon theophrasti Medicus 어저귀1 일년생

Althaea rosea Cav. 접시꽃1,2 반지중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1,2 관목

제비꽃과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1 반지중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1 반지중

Viola tricolor L. 삼색제비꽃1,2 일년생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1,2 일년생

Oenothera fruticosa subsp. glauca (Michx.) Straley 푸른잎노랑낮달맞이꽃1 반지중

Oenothera speciosa Nutt. 분홍낮달맞이꽃1,2 반지중

두릅나무과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1,2 관목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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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형과
Peucedanum japonicum Thunb. 갯기름나물2 반지중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1,2 일년생

앵초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1 지중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1,2 지중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um (Wallr.) Hayek 갈퀴덩굴1,2 일년생

Paederia scandens (Lour.) Merr. 계요등1,2 지표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1 지중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1,2 지중

꽃고비과 Phlox subulata L. 지면패랭이꽃1,2 지표

메꽃과

Calystegia hederacea Wall. 애기메꽃1 지중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1 지중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갯메꽃2 지중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1 일년생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1 일년생

Ipomoea purpurea Roth 둥근잎나팔꽃1,2 일년생

Quamoclit coccinea Moench 둥근잎유홍초1 일년생

지치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1,2 일년생

마편초과 Vitex rotundifolia L. f. 순비기나무2 관목

꿀풀과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1,2 반지중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1,2 일년생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1,2 일년생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Kudô 소엽1 일년생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k.) Hara 들깨1,2 일년생

Salvia plebeia R. Br. 배암차즈기1 일년생

Salvia splendens Sellow ex Schult. 샐비어1,2 일년생

가지과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1,2 관목

Petunia hybrida Vilm. 페튜니아1,2 일년생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1 지표

Solanum nigrum L. 까마중1,2 일년생

현삼과

Mazus pumilus (Burm. f.) Steenis 주름잎1,2 일년생

Paulownia tomentosa (Thunb.) Steud. 참오동나무1 교목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1,2 일년생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1,2 일년생

능소화과 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 능소화1,2 관목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1 반지중

Plantago sibirica Poir. 긴잎질경이1,2 반지중

인동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1,2 관목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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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과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1 일년생

Artemisia capillaris Thunb. 사철쑥1 지표

Artemisia princeps Pamp. 쑥1 지표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1,2 지표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1,2 지표

Aster sphathulifolius Maxim. 해국2 지표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1,2 일년생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1,2 일년생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1,2 일년생

Carduus crispus L. 지느러미엉겅퀴1 일년생

Centipeda minima (L.) A. Br. ＆ Asch. 중대가리풀1 일년생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1 일년생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1,2 일년생

Coreopsis lanceolata L. 큰금계국1,2 반지중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1,2 일년생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1,2 일년생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1,2 일년생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1,2 일년생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1,2 일년생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1,2 일년생

Helianthus annuus L. 해바라기1,2 일년생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1,2 지중

Heliopsis helianthoides (L.) Bunge 지칭개1,2 일년생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1,2 반지중

Lactuca indica for. indivisa (Makino) Hara 가는잎왕고들빼기1 일년생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1,2 일년생

Lactuca scariola L. 가시상추1,2 일년생

Rudbeckia bicolor Nutt. 원추천인국1,2 지중

Senecio vulgaris L. 개쑥갓1 일년생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1 일년생

Sonchus brachyotus DC. 사데풀2 반지중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1,2 일년생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1,2 일년생

Tagetes patula L. 프렌치메리골드1,2 일년생

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1 반지중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1,2 반지중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1,2 일년생

부록 1. 계속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4 no. 1

24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4권 제1호(2018년 6월)� �

과명 학명-국명 생활형

백합과

Hemerocallis fulva for. kwanso (Regel) Kitam. 왕원추리1,2 지중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1,2 지중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맥문동1,2 지중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1 관목

마과 Dioscorea batatas Decne. 마1 지중

닭의장풀과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1,2 일년생

Tradescatnia reflexa Raf. 자주닭개비1 반지중

벼과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1,2 일년생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뚝새풀1,2 일년생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1,2 일년생

Bromus tectorum L. 털빕새귀리1 일년생

Bromus unioloides H. B. K. 큰이삭풀1,2 반지중

Cynodon dactylon (L.) Pers. 우산잔디2 반지중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1,2 반지중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1,2 일년생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 돌피1 일년생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1,2 일년생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그령1,2 반지중

Eragrostis minor Host 좀새그령1 일년생

Eragrostis multicaulis Steud. 비노리1 일년생

Eulalia speciosa (Debeaux) Kuntze 개억새1 반지중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1,2 반지중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Pilg. 띠1 지중

Lolium multiflorum Lamarck 쥐보리1 일년생

Microstegium vimineum (Trin.) A. Camus 나도바랭이새1,2 일년생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1,2 반지중

Panicum bisulcatum Thunb. 개기장1 일년생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1 반지중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1,2 수생

Poa acroleuca Steud. 실포아풀1,2 일년생

Poa annua L. 새포아풀1,2 일년생

Setaria faberii Herrm. 가을강아지풀1 일년생

Setaria glauca (L.) P. Beauv. 금강아지풀1 일년생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1,2 일년생

Sporobolus fertilis (Steud.) Clayton 쥐꼬리새풀1 반지중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1,2 반지중

Zoysia japonica Steud. 잔디1,2 반지중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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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국명 생활형

사초과

Carex humilis var. nana (H. Lé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1,2 반지중

Carex neurocarpa Maxim. 괭이사초1 반지중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1,2 일년생

Cyperus iria L. 참방동사니1 일년생

1 내륙도로, 2 해안도로.

부록 1.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