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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heir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landscape trees planted in Gyeongju campus,
Dongguk University, Korea. The landscape trees were surveyed form March to October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lanted landscape trees of this site consisted of 44 families, 82 genera, 105 species, 1 subspecies, 9 varieties, 11
forms and 3 hybrids. The results of forms were 58 taxa in trees, 16 taxa of subtrees, 52 taxa in shrubs and 3 taxa in
herbs. The results of leaf fall were 85 taxa in deciduous broad leaved trees, 2 taxa in deciduous coniferous tree, 22 taxa

in evergreen broad leaved tree and 20 taxa in evergreen coniferous trees. The rare plants were 4 taxa including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Prunus yedoensis Matsum. and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and the Korean endemic plants were 2 taxa including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and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totally 24 taxa, which were 2 taxa of grade Ⅴ, 4 taxa of grade Ⅳ,
8 taxa of grade Ⅲ, 2 taxa of grade Ⅱ and 8 taxa of grad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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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식재된 조경수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경수목은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경수목은 44과 82속 105종
1아종 9변종 11품종 3잡종 등 129분류군이다. 성상별 분석 결과, 교목 58분류군, 소교목 16분류군, 관목 52분류군,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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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캠퍼스는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상업적 공간이며,

캠퍼스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공간, 동선 등을 포함한

모든 환경으로, 조경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다(김종표와 김용수,

2007). 이러한 옥외공간은 휴식, 사색, 토론 등의 옥외 이용과

연구, 교육및학습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는데, 옥외공간의

공간요소 중 하나가 조경수목이다(조현길, 2007). 이러한 조경

수목은도시민에게자연활동의기회부여와관상의제공등정

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도 있으며, 생물소재로서

의 자연변화와 다양한 계절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서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이근창과 안건용, 1991).

그리고 조경수목은 관상가치가 높고 수형이 우수하며, 녹음,

방풍, 방연, 방조 등 다양한 기능뿐만 아니라, 차폐, 산울타리,

테두리 등 공간 구분을 할 수 있는 생물소재로서 조경수목은

공장이나 도시의 경우 내공해성, 내병성, 내충성 수종, 주거지

는 꽃이아름다운 수종, 가로나 도로는 내공해성, 내충성, 방음

용 수종, 사적지는 한국고유종이나신성한이미지를가진수종

이 되는 등(방광자와 이종석, 1995) 주변 분위기나 지역 여건

에 맞게 다양한 수종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조경수목은 단

순히나무라기보다경관적, 생태적 및 환경적으로인간과자연

이 공생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고 중요

한 소재이면서 재료이다.

특히 조경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조성 방법으로서 가장 큰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것이다. 따라서 인간이생활하는공간의조성은조경설

계가들의 조경수목에 대한 지식수준과 재료의 선호도, 재료별

다양한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물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 식물선정과 식재기법이 필요하므로(최

만봉과김은순, 2001), 조경수목의종류와그에따른특성은조

경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캠퍼스 내 식물상 연구를 살펴보면,

목원대학교의 목본식물(심정기, 1992), 순천향대학교의 식물상

(박기진등, 2000), 전북대학교의귀화식물상(오현경등, 2006),

단국대학교․백석대학교․상명대학교․호서대학교의 외래식물

(김세은 등, 2015),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귀화식물상(유주

한 등, 2015), 강원대학교의 식물상(김경아 등, 2017) 등이 수

행되었으며, 외래식물을 포함한 귀화식물과 식재종을 포함한

전체식물상에대한연구가대부분으로, 조경수목에 대한연구

는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식재된 조경수목의 성상별, 형태적, 생태적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캠퍼스에 식재되는 조경수목의 기초 정보를 구축하

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이며, 행정구역은 경상

북도경주시동대로 123이고, 면적은 661,157m2이다. 교내 현황

은정문에서백주년기념관을남북축으로좌우에건물이배치되

어 있으며, 주요 건물은 백주년기념관, 원효관, 진흥관, 자연과

학관 등이 있고, 온방골못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입지

현황의 경우, 동쪽은 형산강, 서쪽은 큰갓산(215m), 남쪽은 송

화산(147m), 북쪽은 큰갓산 능선과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일부와남쪽송화산은경주국립공원화랑지구에포함된다

(유주한 등, 2015). 주변 식생현황은 산림의 경우 주로 소나무

군락과곰솔림, 가장자리에는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 굴참나

무-갈참나무군락, 아까시나무림이 분포하고 있다. 토양은 인근

남산지구를기준으로, 토성은사토, 사양토, 양질사토, 토양형은

갈색건조산림토양, pH 4.76, 유효인산 3.64PPM, 유기물함량

3.17%, 전질소함량 0.20%, 치환성양이온인 Ca2+ 1.04cmolc/kg,

Mg2+ 1.19cmolc/kg, K+ 0.34cmolc/kg, Na+ 0.30 cmolc/kg, 양

이온치환용량(C.E.C) 8.22cmolc/kg이다(허태철과주성현, 2005).

수문은좌우측에형성된사면을중심으로계곡지형을하고있

으며, 온방골못이있어집수역을형성되나, 대부분 강우가지하

우수관로로유하하고, 산지계곡도건천을형성하고있다. 기상

개황의경우, 2017년 포항관측소를기준으로, 평균기온 15.0℃,

평균 최고기온 19.4℃, 최고기온 38.6℃, 평균 최저기온 11.1℃,

최저기온 —8.0℃, 강수량 총량 674.3mm, 평균 상대습도 60%,

평균 풍속 2.7m/s, 최다풍향 WSW이다(기상청, 2017).

3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낙엽탈락 유무별 분석 결과, 낙엽활엽 85분류군, 낙엽침엽 2분류군, 상록활엽 22분류군, 상록침엽
20분류군이다. 희귀식물은 미선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눈향나무 등 4분류군이며, 한국특산식물은 개나리와 미선나무
등 2분류군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24분류군으로, Ⅴ등급은 2분류군, Ⅳ등급은 4분류군, Ⅲ등급은 8분류군,

Ⅱ등급은 2분류군, Ⅰ등급은 8분류군이다.

주제어: 침입종, 조경식물, 관상식물, 식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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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범위는 그림 1과 같다. 식물의 동정은현장에서 직접 실시

하였으며, 동정이 불가능한 종은 사진 촬영 후 문헌과 비교하

여 최종 식물명을 확정하였다.

식물의 동정 및 분류는 식물도감을 사용하였으며(윤평섭,

2001; 이창복, 2003; 이영로, 2006), 식물의 학명과 국명은 국

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과 국

가표준재배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6)을 따랐다. 동정된 식물

의분류군은 Engler체계(Melchior, 1964)에 따라배열하였으며,

과내학명은알파벳순으로정리하여조경수목목록을부록 1과

같이 작성하였다.

식물의성상은교목, 소교목, 관목, 초본 등 수고와생육특성

에 따라 구분했으며, 이는 수고 8m 이상은 교목, 수고 2∼8m

미만은 소교목, 수고 1∼2m은 관목, 1m 미만은 초본으로구분

한 기준(임원현 등, 2009)과 관련 문헌(윤평섭, 2001; 이창복,

2003; 이영로, 2006; 한국조경학회, 2010)을 사용하였다. 또한,

잎의 탈락 유무 및 형태에 따라 상록침엽, 낙엽침엽, 낙엽활엽,

상록활엽으로 구분하였다. 생태적 중요 종은 희귀식물(산림청

과 국립수목원, 2009), 한국특산식물(국립수목원, 2005), 식물

구계학적특정식물(환경부와국립환경과학원, 2012)에 대해분

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경수목 현황

조경수목현황은 44과 82속 105종 1아종 9변종 11품종 3잡종

등 129분류군이며, 나자식물은 4과 10속 19종 1변종 2품종 등

22분류군(17.1%), 피자식물중쌍자엽식물은 38과 68속 82종 1

아종 8변종 9품종 3잡종등 103분류군(79.8%), 단자엽식물은 2

과 4속 4종등 4분류군(3.1%)이다(표 1참조). 이중아종(sub-

species)은 고로쇠나무, 변종(variety)은 눈향나무, 양버들, 살

구나무, 덩굴장미, 쉬땅나무, 공작단풍 디섹툼 아트로푸르푸레

움그룹, 박쥐나무, 좀목형, 아왜나무, 품종(form)은반송, 처진

소나무, 자주목련, 자엽일본매자, 수국, 죽단화, 옥매, 회잎나무,

긴잎회양목, 산철쭉, 불두화, 잡종(hybrid)은윌리엄스동백나무

‘루비웨딩’, 은목서, 꽃댕강나무이다.

분류군이 많은 상위 과는 장미과 20분류군(15.5%), 소나무

과 12분류군(9.3%), 콩과 8분류군(6.2%), 목련과․물푸레나무

과 각 7분류군(5.4%), 측백나무과․단풍나무과․진달래과 각

6분류군(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장미과와 소나무

과의식재종이많은것으로볼때이들이조경수목으로서활용

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본 지역 내 주요건물별식재종현황은그림 2와 같으며, 자

연과학관 52분류군(40.3%), 금장생활관 32분류군(24.8%), 학

생회관 25분류군(19.4%), 정각원 20분류군(15.5%), 원효관 17

분류군(13.2%) 등으로 자연과학관이 가장 많았으며, 백상관이

가장적은 3분류군(2.3%)으로확인되었다. 자연과학관의경우,

조경학과에서 기념식수를 통해 다양한 학습교재용 수목을 식

재하여분류군수가가장많았으며, 백상관은 주변에대부분불

투수포장으로덮여있어식재공간이충분하지않아주로소규

모화단에서만식재가이루어졌기때문이다. 따라서 백상관주

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투수 포장면적을 축소하

그림 1. 연구대상지의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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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기 때문에, 컨테이너 식재와 같은 인공지반 녹화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성상별 현황

조경수목의 성상별 현황 분석 결과, 교목 58분류군(45.0%),

소교목 16분류군(12.4%), 관목 52분류군(40.3%), 초본 3분류

군(2.3%)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대상지 내에서는 교목이

많았는데 이 중 소나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는 조경수목의 주

대상이되는식물로서자연풍경식과잘어울릴뿐만아니라, 민

족성과 부합되며(윤영활, 1993),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및 주민 선호도를 고려할 때 도시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어(홍석환 등, 2010)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었다.

관목의경우, 영산홍등의철쭉류와회양목의식재가많았으

며, 영산홍은테두리식재및하층식재로, 회양목은주로테두리

식재가된상태였다. 본 연구에서영산홍은동정이가능하였으

나, 기타 철쭉류는 동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일부는 식물명에

대한부여가용이하지않았다. 이는우리나라에식재된 Rhodo-
dendron속 중 재배품종을 철쭉류 및 철쭉으로 통칭하며, 재배

품종은 주로 일본이나 유럽에서 도입되었고, 품종명이 불명확

하다(최재진과 박석곤, 2014). 따라서 현재 조경식재되고 있는

철쭉류의정확한동정을통해품종명을부여할수있도록체계

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교목 중 백목련과 벽오동이 학교 주변 산림 내

부로 침투한 것이 관찰되었다. 대부분 수고 1m 이하의 치수형

태를하고있었으며, 불규칙적으로산재한상태였다. 본지역에

표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식재된 조경수목 현황

분류단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잡종 소계

나자식물 4 10 19 - 1 2 - 22

피자식물 40 72 86 1 8 9 3 107

쌍자엽식물 38 68 82 1 8 9 3 103

단자엽식물 2 4 4 - - - - 4

합계 44 82 105 1 9 11 3 129

그림 2. 주요 건물별 식재종 현황

표 2. 조경수목의 성상별 현황

구분 교목 소교목 관목 초본

분류군수 58 16 52 3

비율(%) 45.0 12.4 4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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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재되어있는일본목련의경우인위적식재이외에는자연

상태로 분포하지 않았으나, 김용훈과 오충현(2009)은 최근 종

자의자연산포로인해도시지역산림에서관찰되며, 신갈나무,

졸참나무과의 경쟁에서 일본목련의 생육이 빨라 자생종을 피

압할수있다고하여조경수목의종자가산림내로침입할경우

생태적으로부정적영향이발생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 조경

수목을포함한 재배 관상식물은 여러 환경에 재배되고 있는데,

관상적 가치, 다양한 스트레스에대한 내성, 빠른 생장속도, 증

식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생태계에서 생존과 정착의 가

능성이 높다(길지현과 김창기, 2014). 따라서 이들은 산림식생

구조와 종조성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식생경관과 이질

감을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산림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태계에 침입하여 교란을 야

기하는생태계교란종은아니지만, 이들의점진적인침입은장

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침입교란종은 생태계 및 생물에 피해를 주고 생태계의 균형을

저해시킬뿐만아니라, 환경에부정적영향을초래한다(김은영

등, 2016)고 한 바로 볼 때 조경수목 중 외래종 식재 시 주변

산림으로의 확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3. 낙엽탈락 유무별 현황

조경수목중 낙엽 탈락유무별현황 분석결과, 낙엽활엽 85

분류군(65.9%), 낙엽침엽 2분류군(1.6%), 상록활엽 22분류군

(17.1%), 상록침엽 20분류군(15.5%)으로, 낙엽활엽＞상록활

엽＞상록침엽＞낙엽침엽의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가

장 적은 분류군수를 보인 낙엽침엽은 은행나무와 메타쉐콰이

어 2분류군이었으며, 이 중 은행나무는주로 가로수 형태로 많

이 식재되어 있었다. 은행나무는 심근성이고 내공해성이 강해

도시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실제 김동일 등(2011)이 대전광역

시 가로수와 환경오염과의 피해관계 분석에서 은행나무가 양

버즘나무보다 생리적 반응이 좋았다고 제시하여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검증한 바 있다. 이러한 은행

나무는 자웅이주의 특징이 있으며, 특히 암나무에서만 생산되

는 열매는 독특한 악취를 발산하며, 가을철 악취와 낙과로 인

해도시미관저해와보행자에게불편을준다(홍용표와 이제완,

2016). 본 지역에서도 은행나무의 낙과로 인해 교내 가로환경

이 저해되고, 학생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은행나무의 암나무는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다른 수종으로 대

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낙엽수는 87분류군(67.4%), 상록수는 42분류군(32.6%)

으로, 낙엽수가 약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

라에생육하는 수종의 약 80%가 낙엽수라는 점(서병기, 1998)

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조경수목의 구성은 상록수보다 낙엽수

가많다고할수있다. 이러한낙엽수는꽃, 녹음, 단풍등의계

절적다양함을제공함과아울러주요경관을형성하고있기때

문에 미시각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많이 식재되었

다고 생각된다. 또한, 낙엽수가 많은 것은 기후적 영향도 중요

한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지역이 위치한 경주시는 온대남부와

온대중부지방의기후대성격을가지고있어상록수중특히상

록활엽수의 생육적온이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상록침엽수는

온대, 한대에 분포하는 것이 많은 반면, 상록활엽수는 회양목

등 일부 종을 제외하고 주로 난대에 분포한다. 따라서 조경수

목 중 상록수가 많지 않는 것은 기후에 따른 식재적지가 아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생태적 중요 종

희귀식물은 미선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눈향나무 등 4분

류군이며, 한국특산식물은 개나리와 미선나무 등 2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이 중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

생하는 특산식물로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및 희귀식

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진천, 괴산, 영동), 전북 부안, 경

북(안동, 의성) 등(이호영등, 2014) 제한된지역에서출현하기

때문에생태적중요성이높다. 따라서 조경수목중일반적으로

널리분포하는식물도있지만, 생태적으로희소가치가높고제

한된 지역에서만 생육하는 식물도 있어 생태적 가치를 파악하

는것도중요한작업이다. 특히 한국특산식물은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자생하고 한반도의 환경에 적응, 진화한 식물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의경우, Ⅰ등급은전나무, 잣나무, 왕

표 3. 조경수목의 낙엽탈락 유무별 현황

구분
낙엽 상록

활엽 침엽 활엽 침엽

분류군수 85 2 22 20

비율(%) 65.9 1.6 17.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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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 참느릅나무, 사스레피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광나무 등

8분류군, Ⅱ등급은복자기, 이팝나무 2분류군, Ⅲ등급은향나무,

병아리꽃나무, 쉬땅나무, 단풍나무, 모감주나무, 꽝꽝나무, 좀목

형, 아왜나무 8분류군, Ⅳ등급은 눈향나무, 가시나무, 등, 후피

향나무 4분류군, Ⅴ등급은 왕벚나무, 미선나무 2분류군으로 총

24분류군이며, 생태적특이성이높은Ⅲ∼Ⅴ등급은 14분류군이

다(표 5 참조). 특히 등(Ⅳ등급), 병아리꽃나무(Ⅲ등급), 모감

주나무(Ⅲ등급), 좀목형(Ⅲ등급)은 본지역과인접한경주국립

공원 화랑지구(유주한 등, 2011), 소현천(유주한, 2018), 충효

천(유주한과 정성관, 2018)에서도 분포하여 식물지리학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되며, 그림 3은 이들의 개화된 개체이다.

이 중 병아리꽃나무는 흰색 꽃잎이 4장 달리는 식물로서 내

한성, 내공해성, 내건성, 내음성이강해어디서든잘자라며, 포

항의 영일만 자생지는 천연기념물 제371호로 지정되어 산지에

서흔히볼수있는식물은아니다(김사일, 2000; 박경욱, 2010).

또한 모감주나무는 우리나라 안면도, 완도, 남해, 거제, 포항,

대구 등 6개 집단으로 자생하는 희귀수종이며, 6∼7월에 황색

꽃이개화하여정원수로활용되고, 열매는염주로사용된다(이

석우등, 1997). 본 지역의경우법당인정각원에서만식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상기 전술한 열매를 염주로 사용하는 등의 종

교적 의미에서 식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식재된 조경수목의 종

류와 특성을 파악하여 조경수목의 정보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범위는 학교 주요 건물인 백주년기념관, 원효관, 진

흥관, 자연과학관, 한의학관 등에 식재된 조경수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조경수목은 44과 82속 105종 1아종 9변종 11품종 3잡

종 등 129분류군이며, 나자식물은 4과 22분류군, 쌍자엽식물은

38과 103분류군, 단자엽식물은 2과 4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희귀 및 특산식물에 해당되는 조경수목

학명 국명 성상 비고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눈향나무 상록침엽관목 희귀식물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낙엽활엽교목 희귀식물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낙엽활엽관목 한국특산식물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미선나무 낙엽활엽관목 희귀식물, 한국특산식물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이팝나무 낙엽활엽교목 희귀식물

표 5.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생태적 특이성이 높은 조경수목

학명 국명 성상 등급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낙엽활엽교목
Ⅴ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미선나무 낙엽활엽관목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눈향나무 상록침엽관목

Ⅳ
Quercus myrsinaefolia Blume 가시나무 상록활엽교목

Ternstroemia gymnanthera (Wight ＆ Arn.) Sprague 후피향나무 상록활엽교목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낙엽활엽관목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상록침엽교목

Ⅲ

Rhodotypos scandens (Thunb.) Makino 병아리꽃나무 낙엽활엽관목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쉬땅나무 낙엽활엽관목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낙엽활엽소교목

Koelreuteria paniculata Laxmann 모감주나무 낙엽활엽교목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상록활엽관목

Vitex negundo var. incisa (Lam.) C. B. Clake 좀목형 낙엽활엽관목

Vibur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 Koch) Zabel ex Rumpler 아왜나무 상록활엽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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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가 많이 된 상위 과는 장미과 20분류군＞소나무과 12분류

군＞콩과 8분류군＞목련과․물푸레나무과각 7분류군＞측백나

무과․단풍나무과․진달래과 각 6분류군으로, 장미과와 소나

무과의 활용도가 높았다. 건물별 식재현황의 경우 자연과학관

52분류군, 금장생활관 32분류군, 학생회관 25분류군, 정각원 20

분류군, 원효관 17분류군등의순으로, 자연과학관이가장많은

반면, 백상관이 가장적은 3분류군이다. 자연과학관의경우, 기

념식수에 의해 분류군수가 많았고, 백상관은 불투수면적이 많

아 조경수목의 식재공간이 협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성상별 분석 결과, 교목 58분류군, 소교목 16분류군, 관목 52

분류군, 초본 3분류군으로, 교목이 가장많았으며, 초본이 가장

적었다. 교목에서는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이 많았으며, 주로 녹음식재, 경관식재가 이루어진 반면, 관목

은 영산홍 등의 철쭉류와 회양목이 많았고, 이들은 주로 하층

식재나테두리식재로활용되었다. 특히 교목 중 백목련과벽오

동은성목에서생산된종자가산림내부로침입하여발생된개

체가확인되어산림식생또는경관에대한이질감이발생될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의 개체군 동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요구

된다. 낙엽탈락유무에대한분석결과, 낙엽활엽 85분류군, 낙

엽침엽 2분류군, 상록활엽 22분류군, 상록침엽 20분류군으로,

낙엽활엽이 가장 많았고, 낙엽침엽이 가장 적었다. 낙엽활엽이

많은것은우리나라수종의약 80%이상이낙엽수이기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낙엽침엽이 적은 것은 은행나무, 메타쉐콰이어

등 제한된 종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대

부분 식재되어 있었으며, 일부 암나무의 열매가 악취와 미관

상문제가발생되어향후수나무또는다른수종으로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태적 중요 종의 경우, 희귀식물은 미선나무, 이팝나무, 왕

벚나무, 눈향나무 등 4분류군이며, 한국특산식물은 개나리와

미선나무 등 2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희귀식물 또는

한국특산식물로 지정된 조경수목은 인위적 식재로 인해 자연

성은결여되어있지만, 희소성, 고유성, 자원성 등과 같은생태

적의미를가지고있어향후이들의식재는한국의생물다양성

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식물구계학

a: 등 b: 병아리꽃나무

c: 모감주나무 d: 좀목형

그림 3.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교내 식재된 조경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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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정식물의 경우, Ⅰ등급은 8분류군, Ⅱ등급은 2분류군, Ⅲ

등급은 8분류군, Ⅳ등급은 4분류군, Ⅴ등급은 2분류군으로 총

24분류군이며, 생태적 특이성이 높은 Ⅲ∼Ⅴ등급은 향나무, 병

아리꽃나무, 쉬땅나무, 단풍나무, 모감주나무, 꽝꽝나무, 좀목

형, 아왜나무, 눈향나무, 가시나무, 등, 후피향나무, 왕벚나무,

미선나무등 14분류군이다. 특히등, 병아리꽃나무, 모감주나무,

좀목형은 인근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목과 자

연환경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경식물 중 조경수목만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기 때문에 식재된 전체 조경식물의 종조성 현황을 파악

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지피식물과 같은 초

본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자연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식물상 목록을 작성한다면 정확한 식물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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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조경수목 목록

과명 학명-식물명 성상

은행나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낙엽침엽교목

소나무과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상록침엽교목

Cedrus deodara (Roxb.) Loudon 개잎갈나무 상록침엽교목

Picea abies (L.) H. Karst. 독일가문비 상록침엽교목

Pinus bungeana Zucc. ex Endl. 백송 상록침엽교목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 반송 상록침엽교목

Pinus densiflora for. pendula Mayr 처진소나무 상록침엽교목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상록침엽교목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 상록침엽교목

Pinus parviflora ‘Glauca Nana’ 섬잣나무 ‘글라우카 나나’ 상록침엽교목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상록침엽교목

Pinus strobus L. 스트로브잣나무 상록침엽교목

Pinus thunbergii Parl. 곰솔 상록침엽교목

낙우송과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 Cheng 메타세쿼이아 낙엽침엽교목

Sciadopitys verticillata (Thunb.) Siebold ＆ Zucc. 금송 상록침엽교목

측백나무과

Chamaecyparis pisifera (Siebold ＆ Zucc.) Endl. 화백 상록침엽교목

Chamaecyparis pisifera ‘Filifera’ 실화백 상록침엽교목

Juniperus chinensis ‘Globosa’ 옥향 상록침엽관목

Juniperus chinensis ‘Kaizuka’ 가이즈카향나무 상록침엽교목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상록침엽교목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눈향나무 상록침엽관목

주목과 Taxus cuspidata ‘Densiformis’ 주목 ‘덴시포르미스’ 상록침엽관목

가래나무과 Juglans regia Dode 호두나무 낙엽활엽교목

버드나무과

Populus deltoides Marsh. 미류나무 낙엽활엽교목

Populus nigra var. italica (Münch) Koehne 양버들 낙엽활엽교목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낙엽활엽교목

참나무과 Quercus myrsinaefolia Blume 가시나무 상록활엽교목

느릅나무과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낙엽활엽교목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낙엽활엽교목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낙엽활엽교목

두충과 Eucommia ulmoides Oliv. 두충 낙엽활엽교목

목련과

Liriodendron tulipifera L. 튜울립나무 낙엽활엽교목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낙엽활엽교목

Magnolia denudata for. purpurascens (Maxim.) Rehder ＆ E. H. Wilson 자주목련 낙엽활엽교목

Magnolia grandiflora L. 태산목 낙엽활엽교목

Magnolia liliflora Desr. 자목련 낙엽활엽관목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낙엽활엽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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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과명 학명-식물명 성상

목련과 Magnolia sieboldii K. Koch 함박꽃나무 낙엽활엽소교목

녹나무과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낙엽활엽교목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낙엽활엽관목

매자나무과
Berberis thunbergii for. atropurpurea (Chenault) Rehder 자엽일본매자 낙엽활엽관목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낙엽활엽관목

작약과 Paeonia suffruticosa Andr. 모란 낙엽활엽관목

차나무과

Camellia × williamsii ‘Ruby Wedding’ 윌리엄스동백나무 ‘루비웨딩’ 상록활엽소교목

Camellia japonica ‘Albe Simlex’ 동백나무 ‘알바심플렉스’ 상록활엽소교목

Eurya japonica Thunb. 사스레피나무 상록활엽관목

Ternstroemia gymnanthera (Wight ＆ Arn.) Sprague 후피향나무 상록활엽교목

범의귀과
Hydrangea macrophylla for. otaksa (Siebold ＆ Zucc.) Wilson 수국 낙엽활엽관목

Hydrangea paniculata Siebold 나무수국 낙엽활엽관목

장미과

Aronia arbutifolia (L.) Pers. 아로니아 아르부티폴리아 낙엽활엽관목

Chaenomeles japonica (Thunb.) Lindl ex Spach. 명자나무 낙엽활엽관목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모과나무 낙엽활엽교목

Cotoneaster horizontalis Decne. 홍자단 낙엽활엽관목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낙엽활엽소교목

Kerria japonica for. pleniflora (Witte) Rehder 죽단화 낙엽활엽관목

Malus florinunda Siebold ex Van Houtte 꽃사과나무 낙엽활엽소교목

Malus halliana Koehne 서부해당 낙엽활엽소교목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아그배나무 낙엽활엽소교목

Photinia glabra (Thunb.) Maxim. 홍가시나무 상록활엽관목

Prunus ‘Kanzan’ 벚나무 ‘칸잔’ 낙엽활엽교목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살구나무 낙엽활엽교목

Prunus glandulosa for. albiplena Koehne 옥매 낙엽활엽관목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 낙엽활엽교목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낙엽활엽교목

Rhodotypos scandens (Thunb.) Makino 병아리꽃나무 낙엽활엽관목

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덩굴장미 낙엽활엽관목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K. Koch 팥배나무 낙엽활엽교목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쉬땅나무 낙엽활엽관목

Spiraea cantoniensis Lour. 공조팝나무 낙엽활엽관목

콩과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낙엽활엽소교목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골담초 낙엽활엽관목

Cercis canadensis L. 캐나다박태기나무 낙엽활엽소교목

Cercis chinensis Bunge 박태기나무 낙엽활엽관목

Gleditsia japonica Miq. 주엽나무 낙엽활엽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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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과명 학명-식물명 성상

콩과

Gleditsia sinensis Lam. 조각자나무 낙엽활엽교목

Sophora japonica L. 회화나무 낙엽활엽교목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낙엽활엽관목

운향과
Evodia daniellii Hemsl. 쉬나무 낙엽활엽교목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낙엽활엽관목

단풍나무과

Acer buergerianum Miq. 중국단풍 낙엽활엽교목

Acer palmatum ‘Oshio-Beni’ 단풍나무 ‘오시오베니’ 낙엽활엽소교목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낙엽활엽소교목

Acer palmatum var. dissectum Disccetum Atropurpureum Group 공작단풍 디섹툼 

아트로푸르푸레움 그룹
낙엽활엽소교목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낙엽활엽교목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낙엽활엽교목

무환자나무과 Koelreuteria paniculata Laxmann 모감주나무 낙엽활엽교목

감탕나무과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상록활엽관목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낙엽활엽관목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회잎나무 낙엽활엽관목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상록활엽관목

회양목과
Buxus koreana for. elongata (Nakai) Y. S. Kim ＆ J. H. Kim 긴잎회양목 상록활엽관목

Buxus koreana Nakai ex T. H. Chung ＆ al. 회양목 상록활엽관목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낙엽활엽관목

피나무과 Tilia miqueliana Maxim. 보리자나무 낙엽활엽교목

벽오동과 Firmiana simplex (L.) W. F. Wight 벽오동 낙엽활엽교목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multiflora Thunb. 뜰보리수 낙엽활엽관목

부처꽃과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낙엽활엽소교목

석류나무과 Punica granatum L. 석류나무 낙엽활엽관목

박쥐나무과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낙엽활엽관목

층층나무과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층층나무 낙엽활엽교목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낙엽활엽소교목

두릅나무과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낙엽활엽교목

진달래과

Rhododendron ‘Beni-Kirishima’ 아잘레아 ‘베니기리시마’ 상록활엽관목

Rhododendron ‘Betty’ 아잘레아 ‘베티’ 상록활엽관목

Rhododendron ‘Herbert’ 아잘레아 ‘허버트’ 낙엽활엽관목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상록활엽관목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낙엽활엽관목

Rhododendron yedoense for. pukhanense (H. Lév.) Sugim. 산철쭉 낙엽활엽관목

감나무과 Diospyros kaki Thunb. 감나무 낙엽활엽교목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낙엽활엽소교목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 낙엽활엽소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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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과명 학명-식물명 성상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미선나무 낙엽활엽관목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이팝나무 낙엽활엽교목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낙엽활엽관목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낙엽활엽교목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상록활엽관목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낙엽활엽관목

Osmanthus × fortunei 은목서 상록활엽관목

꼭두서니과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나무 상록활엽관목

마편초과 Vitex negundo var. incisa (Lam.) C. B. Clake 좀목형 낙엽활엽관목

능소화과 Campsis grandiflora (Thnnb.) K. Schum. 능소화 낙엽활엽관목

현삼과 Paulownia tomentosa (Thunb.) Steud. 참오동나무 낙엽활엽교목

인동과

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꽃댕강나무 상록활엽관목

Viburum odoratissimum var. awabuki (K. Koch) Zabel ex Rumpler 아왜나무 상록활엽교목

Viburum opulus for. hydrangeoides (Nakai) Hara 불두화 낙엽활엽관목

용설란과 Yucca gloriosa L. 유카 상록활엽관목

벼과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오죽 초본

Pleioblastus viridistriatus Makino 노랑줄무늬사사 초본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