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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for management of planting site of botanical garden and general garden by researching

the naturalized plants distributed in Gyeongsangbuk-do Forest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Gyeongju-si, South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numbers of naturalized plants identified in this site were 55 taxa; 20 families, 45 genera,

54 species and 1 variety. The planted species were 11 taxa; Silene armeria, Papaver rhoeas, Zephyranthes candida,

Tradescantia reflexa and so forth. In case of origin, Europe were 27 taxa, 16 taxa of North America, 6 taxa of South

America, 4 taxa of Eurasia and 2 taxa of Trophical America. In case of naturalized degree, degree 1 and 4 were 5 taxa

each, 10 taxa of degree 2, 14 taxa of degree 3 and 21 taxa of degree 5. In case of introduced period, period 1 were

24 taxa, 9 taxa of period 2 and 22 taxa of period 3.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4 taxa; Rumex acetosella, Ambrosia
artemisiifolia, Lactuca seriola and Symphyotrichum pilosum, and there was also a newly designated Humulus scandens.

Key Words: Botanical Garden, Invasive Alien Plant, Management, Planted Species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을 조사하여 수목원과 정원의 식재지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지역에서 확인된 귀화식물은 20과 45속 54종 1변종

55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식재된 귀화식물은 끈끈이대나물, 개양귀비, 흰꽃나도사프란, 자주달개비 등 11분류군이었다.

원산지의 경우, 유럽 27분류군, 북아메리카 16분류군, 남아메리카 6분류군, 유라시아 4분류군, 열대아메리카 2분류군이었

다. 귀화도의 경우 1등급 5분류군, 2등급 10분류군, 3등급 14분류군, 4등급 5분류군, 5등급 2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이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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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목원은식물의수집, 재배, 증식, 전시와함께휴양과여가

활용을 위한 장소로서,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등의 전통적인

기능과 더불어 식물보전기능, 휴양기능도 포함되며, 우리나라

에는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

분된다(류연수, 2019). 최근 들어 수목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위한남․북방계식물자원의수집과보전, 지역형질 유지를

위한 특산식물 발굴, 정원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수목원은 휴양뿐만 아니라 심신의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목원은탐방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자

조경수, 야생화, 원예종등을식재하며(유주한과정성관, 2005),

수목원 내의 아름다운 식물은 지쳐있는 탐방객들의 심리적 안

정과휴식에필요하다(함은진, 2020). 이에수목원의모습속에

서 생태공원, 정원 등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목원내 식물의 식재는 다른 지역과달리

신중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수목원은 식물보전기능을 가

지고 있어 기 보유된 식물의 생태적 배려를 통해 보전해야 하

며, 현지 외 보전기관으로서의 기능도 높아 외부에서 반입된

식물의 식재는 신중을 기해 작업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외부 식물의 식재는 수목원의 순기능에 역효

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관상가치가 높은 외래 원예식물의 사

용이 많아져 고유 식생경관의 변화가 발생될 수있다. 또한 외

부에서귀화식물이유입되거나, 토양내 혼입된종자가발아하

여교란과간섭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 귀화식물의

발생은식물학적, 생태학적 가치와의미가높은식물의생육을

방해하며, 경관의 이질화와저하를유발하는등부정적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수목원 및 유사 시설의 식물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

면, 미동산수목원(유주한등, 2003; 유주한과정성관, 2005), 한

밭수목원(임민영, 2007), 금원산생태수목원(오현경 등, 2008),

영인산수목원(최홍락, 2008), 국립백두대간수목원(변준기 등,

2016) 등 다양한지역을대상으로연구가진행되었지만대부분

관속식물상위주이며, 귀화식물은개략적인목록만을제시하고

있어 수목원 내 귀화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였다. 또

다른 귀화식물연구를보면, 하천(이재숙 등, 2019), 문화재(강

민정 등, 2018), 경작지(김명현 등, 2016), 저수지(조현석과 조

강현, 2015) 등 다양한환경을대상을연구가진행되고있었다.

이에 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 전시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생

물학적 보전기관인 수목원의 귀화식물 연구는 현 시점에 중요

한 자료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경주시의 주

요 관광명소이면서 수목원의 역할을 하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

구원 내 귀화식물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여 수목원 정원으로

서기능과역할을충분히발휘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제공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경북 경주시 통일로 367 일대에

위치하며, 토지면적은 987 ㏊, 건물은 28개 동이고, 수목전시원,

약용식물원, 무궁화동산, 야생화전시원, 습지생태원 등 다양한

전시원과 산림소득식물원, 분재소공원, 철쭉원, 매화원의 테마

공원, 온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 식재수종은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계수나무(Cercidiphyllum japonicum), 낙우송
(Taxodium distichum)을 포함하여 910종으로, 이 중 목본은
680종, 초본은 230종이며, 유리온실 내에는 다정큼나무 등 250

종, 희귀및멸종위기식물은 55종, 약용식물은 120종, 천연기념

물 후계목 30종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2018).

연간 방문객은 295,466명이며, 주로봄과가을철에집중되며,

경주시를 포함하여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뿐만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을월 1∼2

회 실시함으로써(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2018), 경주의 대표

적인관광명소이면서생태교육장소중하나이고, 메타쉐콰이아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숲이 인기가 높다. 따라서 본
지역은 생태적, 관광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므로, 이러

한기능을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귀화식물의현황을파악하

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식재형태의경우, 서쪽은청사진입부를제외하고수목식재

가 자연풍경식인 반면, 동쪽은 열식 형태인 정형식 식재가 많

았다(그림 1 참조). 대상지의 북쪽은 지방2급 하천인 남천이

기의경우 1기 24분류군, 2기 9분류군, 3기 22분류군이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애기수영,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4분류군이며, 신규로 지정된 환삼덩굴도 있었다.

주제어: 식물원,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 식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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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하며, 서쪽은경주국립공원남산지구, 남쪽은통일전, 동쪽

은 농경지, 주거지 및 영세곡산(281m), 힌등산(268m)이 입지

해 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시기는 2018년 3월 26일, 4월 9일, 6월 4일, 9월 3일로, 4

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범위는 경상북도산림환경

연구원내부로서수목및야생화식재지, 탐방로, 수로, 잔디밭,

건물주변, 주차장등을대상으로하였다(그림 2 참조). 현장에

서 동정이가능한식물은야장에기입하였으며, 동정이 불가능

하거나 오동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물은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에 대해 사진 촬영 후 동정하였다.

식물의 동정은 박수현(2009), 김창기와 길지현(2017), 김진

석 등(2018)의 문헌을사용하였으며, 식물의 학명과국명은국

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7)에 의거하여 기재하였다. 분

류군은양치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중쌍자엽식물, 단자엽식

물의순서로배열하였으며, 과내 학명은알파벳순으로나열하

여 부록 1을 작성하였다.

각 귀화식물이 가지는 속성정보는 이유미 등(2011)의 문헌

을 토대로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귀

화도는 1등급(분포와 개체수가 희귀함), 2등급(제한적으로 분

포하거나 개체수가 적음), 3등급(광범위하게 분포하나 개체수

가 적음), 4등급(지역적으로 분포하나 개체수가 많음), 5등급

(광범위하게분포하고개체수가많음)이며, 이입시기는 1기(개

항이후∼1921년), 2기(1922∼1963년), 3기(1964년∼현재)이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국립환경과학원(2012) 및 한국외래생물정

보시스템(http://kias.nie.re.kr)을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귀화식물의 분류군 현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내에서확인된분류군현황은 20과

45속 54종 1변종 55분류군이며, 쌍자엽식물은 17과 38속 47종

1변종 48분류군(87.3%), 단자엽식물은 3과 7속 7종 7분류군

(12.7%)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분류군수가가장많은상위

3개 과는 국화과 21분류군(38.2%), 콩과와 벼과 각 5분류군

(9.1%), 마디풀과 3분류군(5.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식재된

것으로추정된식물은끈끈이대나물(Silene armeria), 개양귀비
(Papaver rhoeas), 당아욱(Malva sylvestris), 종지나물(Viola
papilonacea), 수레국화(Centaurea cyanus), 큰금계국(Coreopsis
lanceolata), 코스모스(Cosmos bipinnatus), 뚱딴지(Helianthus
tuberosus), 미국미역취(Solidago gigantea), 흰꽃나도사프란
(Zephyranthes candida), 자주달개비(Tradescantia reflexa) 11
분류군이었다.

인근 경주 지역의 귀화식물 현황과 비교해보면, 경주국립공

원서악지구 51분류군(유주한, 2014), 소현천 60분류군(유주한,

2018), 양동마을 65분류군(유주한과서필숙, 2018), 양피저수지

38분류군(유주한, 2019) 등으로 나타났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양동마을과 환경변화가 심한 하천보단 분류군이 적었지

만, 국립공원, 저수지보단많아지속적인간섭과교란이발생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청사 진입로의 열식 b. 수목과 야생화의 혼합식재 c. 수목전시원 내 열식

그림 1. 연구대상지 내 조경식재 현황

그림 2. 연구대상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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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화식물의 속성정보

귀화식물의속성정보는그림 3과같이분석되었다. 원산지는

유럽 27분류군(49.1%), 북아메리카 16분류군(29.1%), 남아메

리카 6분류군(10.9%), 유라시아 4분류군(7.3%), 열대아메리카

2분류군(3.6%)으로, 유럽이 가장 많았다. 귀화도는 1등급 5분

류군(9.1%), 2등급 10분류군(18.2%), 3등급 14분류군(25.5%),

4등급 5분류군(9.1%), 5등급 21분류군(38.2%)으로, 5등급＞3

등급＞2등급＞1등급 및 4등급의 순이었으며, 이입시기는 1기

24분류군(43.6%), 2기 9분류군(16.4%), 3기 22분류군(40.0%)

으로, 1기＞3기＞2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원산

지는 유럽,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기는 1기가 가장 많았는데,

한국전체귀화식물의경우원산지는유럽, 귀화도는 1등급, 이

입시기는 3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이유미등, 2011), 이

를 비교할 시 귀화도와 이입시기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 중이입시기에서 1기많다는것은아직최근이입된귀화

식물의발생이없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기는 경제발전,

국토개발등급격한변화를겪은시기로서경제및산업발전과

함께국가간교역이증가하면서(오현경 등, 2009) 새로운귀화

식물이이입된시기이다. 따라서 1기가 3기보다 많지만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탐방객들이증가하고있어 3기에 해당되는 귀

화식물의 이입이나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주기적

인 예찰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귀화도 4등급이상이면서이입시기가 3기인식물은유럽점나도

나물(Cerastium glomeratum), 가는털비름(Amaranthus patulus),
콩다닥냉이(Lepidium virginicum), 종지나물,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울산도깨비바늘(Bidens pilosa), 가시상추

(Lactuca seriola), 미국쑥부쟁이(Symphyotrichum pilosum),
만수국아재비(Tagetes minuta), 큰이삭풀(Bromus catharticus),
큰김의털(Festuca arundinacea) 11분류군이며, 이들은 전국적
인 확산이 예상되는 식물이다. 이 중 종지나물은 전시원 내에

서 식재된 개체가 탈출하여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종지나물

은 관상가치가 높아 정원, 공원 및 도로변에 많이식재되고 있

다. 그러나 식재된 개체가 탈출 후 야생으로 확산되면 생태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유주한 등, 2019) 수목원

및정원에서외래식물을식재할시주변으로의확산가능성, 탈

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식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생태계 교란식물

생태계 교란식물은 애기수영(Rumex acetosella),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4분류군이
며, 귀화식물은 아니지만최근생태계교란식물로지정된환삼

덩굴(Humulus scandens)을 포함하면(http://me.go.kr) 5분류
군이다. 생육지역을보면, 애기수영은잔디밭과식재지, 돼지풀

은 탐방로와 식재지, 가시상추는 주차장, 미국쑥부쟁이는 식재

지와 수로에서 많이 관찰되었으며, 애기수영은 야생화 식재지

에서일부관찰되어제거가필요하였다. 생태계 교란식물은다

양한 종자 확산방법과 왕성한 영양번식으로 고유 생태계의 교

란과자생종의절멸을초래하며, 종다양성의감소와위협의요

인이 된다(박현철 등, 2015).

또한, 정착과 번식을 통해 교란을 발생시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주기때문에(김은영 등, 2016), 인간, 자연 모두에 유해

하며, 자연식생의 교란으로인한자연경관의저해도함께발생

분류단계 과 속 종 변종 소계

쌍자엽식물 17 38 47 1 48

단자엽식물  3  7  7 -  7

합계 20 45 54 1 55

표 1.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귀화식물의 분류군 현황

a. 원산지 b. 귀화도 c. 이입시기

그림 3. 귀화식물의 속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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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등 문제식물이다. 따라서 본 지역과 같이 수목이나 야

생화의 식재를 통해 보전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의생태계교란식물발생은시각적, 생태적 질을 저하시키므로

관리 시 적극적인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귀화식물은 아니지만 생태계 교란식물인 환삼덩굴은 주로

광조건이좋은가장자리에서많이관찰되었다. 이 식물은 우리

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광조건이좋은 개활지, 농경지, 하천 등

에서 많이 관찰되는 일년생 식물이다. 또한, 빠른 생장속도와

높은 밀도로 인해 다양한 식물이 생육하는 공간을 단순화시킬

수있으며, 경관 및 생물다양성을훼손시키는데이러한덩굴성

식물의 우점은 다양한 식물군락의 형성과 번식 공간을 제한하

는등다른생물의생존에위협을가한다(오영주등, 2008). 그

리고주변의다른식물을피압하여생육을방해하기때문에생

태계 유지를 위해 제거해야한다(박석철등, 2019). 또한, 현장

조사 시 본 지역과 북쪽에 접해 있는 남천에서 생태계 교란식

물인 가시박(Sicyos angulatus)도 관찰된 바, 생태계 교란식물
중덩굴성식물 2분류군이확인되어이들의세력권을지속적으

로 감시해야 할것이며, 식재지 내로 침입하는것을방지할 수

있도록 초기 방제를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의

종류와특성을파악하여향후수목원이나정원과같은식물식

재지역에서 발생하는 귀화식물의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귀화식물의 분류군 현황은 20과 45속 54종 1변종 55분류군

으로, 이 중 쌍자엽식물은 17과 48분류군, 단자엽식물은 3과 7

분류군이며, 국화과 21분류군, 콩과와벼과각 5분류군, 마디풀

과 3분류군으로 분류군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과로 분석되었

다. 인위적인식재에의해관찰된귀화식물은끈끈이대나물, 개

양귀비, 당아욱, 종지나물, 수레국화, 큰금계국, 코스모스, 뚱딴

지, 미국미역취, 흰꽃나도사프란, 자주달개비 11분류군이었다.

이 중끈끈이대나물, 종지나물, 큰금계국의개체수가많이관찰

되었으며, 이는 종자생산과 산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인위적 식재 후 야화되어 탈출식물이라고도 할

수있다. 특히큰금계국은자생식물의생육방해, 단일종의우점

군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유

주한등, 2018)고 하였다. 따라서향후수목원내에서는관상가

치도중요하지만주변으로확산되어생태적위해를가할수있

는식물의식재를원칙적으로금지할수있도록자체관리계획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귀화식물의 원산지는 유럽＞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유라

시아＞열대아메리카, 귀화도는 5등급＞3등급＞2등급＞1등급 및

4등급, 이입시기는 1기＞3기＞2기 순으로 나타나, 원산지는 유

럽,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기는 1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입

시기 1기가 가장 많아 새로운 귀화식물의 이입과 발생 가능성

은낮았으나탐방객들이많이찾기때문에지속적인간섭과교

란의 발생에 따른 귀화식물의 이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적인 확산이예상되는귀화도 4등급이상, 이입시기가 3

기인 식물은 유럽점나도나물, 가는털비름, 콩다닥냉이, 종지나

물, 미국가막사리, 울산도깨비바늘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만

수국아재비, 큰이삭풀, 큰김의털 11분류군이며, 이 중종지나물

은 전시원 내에서 식재된 개체가 탈출 후 확산되었으며, 소규

모 개체군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생태계 교란식물

은 애기수영,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4분류군이며, 최

근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된 환삼덩굴도 관찰되었으나 귀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생태계교란식물은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주며, 특히환삼

덩굴과같은덩굴성식물은경관및생물종다양성에위협적이

므로 물리적 제거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인용 등(2008)은 토양처리 제초제와 같은 화학적 방제뿐만

아니라, 차광막이나검정비닐등의피복물에의한물리적방제

로 100%발생억제가가능하다고하여차광을통한방제작업

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에 가시박도 관찰되어 덩

굴성식물로인한피해가다발할것으로예상되어이들에대한

주기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내귀화식물을대상으로

하여 국지적인 귀화식물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다만, 지

역이 한정되어 있어 귀화식물의 총괄 정보를 대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지역간 비교가 실시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경상북도수목원, 대구수목원 등인접한유사시설

에 대한 귀화식물 정보를 획득하여 비교 분석하면 귀화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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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식물명(학명-국명)
속성정보

1 2 3

마디풀과

1.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EU 3 1

2. Rumex acetosella L. 애기수영 EU 3 1

3.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EU 5 1

자리공과 4.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NA 3 3

석죽과
5. Cerastium glomeratum Thuill. 유럽점나도나물 EU 5 3

6.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EU 2 1

명아주과
7.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EA 5 1

8. Chenopodium ficifolium Sm. 좀명아주 EU 5 1

비름과 9. Amaranthus patulus Bertol. 가는털비름 SA 5 3

양귀비과 10. Papaver rhoeas L. 개양귀비 EU 1 2

십자화과
11.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NA 5 3

12. Thlaspi arvense L. 말냉이 EU 3 1

장미과
13. 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 EU 3 1

14. Potentilla supina L. var. ternata Peterm. 좀개소시랑개비 EU 2 3

콩과

15. Lotus corniculatus L. 서양벌노랑이 EU 1 3

16.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EU 3 1

17.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EU 5 1

18. Vicia dasycarpa Ten. 각시갈퀴나물 EU 2 3

19. Vicia villosa Roth 벳지 EU 2 3

대극과 20.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NA 5 1

아욱과 21. Malva sylvestris L. 당아욱 EU 2 2

제비꽃과 22. Viola papilonacea Pursh 종지나물 NA 4 3

바늘꽃과 23.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NA 5 1

메꽃과 24. Ipomoea purpurea (L.) Roth 둥근잎나팔꽃 TA 3 1

현삼과
25.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EA 3 1

26.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EA 5 2

질경이과 27. Plantago lanceolata L. 창질경이 EU 3 2

국화과

28.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NA 5 2

29.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NA 5 3

30.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SA 4 3

31. Centaurea cyanus L. 수레국화 EU 2 2

32.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SA 2 1

33.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NA 5 1

34. Coreopsis lanceolata L. 큰금계국 NA 2 2

35.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NA 3 2

36. Erechtites hieraciifolius (L.) Raf. ex DC. 붉은서나물 NA 3 3

부록 1.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내 귀화식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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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식물명(학명-국명)
속성정보

1 2 3

국화과

37.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NA 5 1

38. Erigeron strigosus Muhl. ex Willd. 주걱개망초 EU 2 3

39.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 TA 3 3

40.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NA 3 1

41. Lactuca seriola L. 가시상추 EU 5 3

42.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EU 5 1

43. Solidago gigantea Aiton 미국미역취 NA 2 3

44.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EU 5 1

45.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EU 3 1

46.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 L. Nesom 미국쑥부쟁이 NA 5 3

47.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 SA 4 3

48. Taraxacum officinale F. H. Wigg. 서양민들레 EU 5 1

수선화과 49. Zephyranthes candida (Lindl.) Herb. 흰꽃나도사프란 SA 1 3

닭의장풀과 50. Tradescantia reflexa Raf. 자주달개비 NA 1 1

벼과

51. Bromus catharticus Vahl 큰이삭풀 SA 4 3

52. Dactylis glomerata L. 오리새 EA 5 1

53.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 EU 5 3

54. Poa compressa L. 좀포아풀 EU 1 3

55. Vulpia myuros (L.) C. C. Gmel. 들묵새 EU 4 2

1  원산지: EU(유럽), NA(북아메리카), SA(남아메리카), EA(유라시아), TA(열대아메리카).
2  귀화도: 1등급(희소하게 분포함), 2등급(희소하게 분포하고 개체수가 적음), 3등급(광범위하게 분포하나 개체수가 적음), 4등급(지역적으로 분포하나 개

체수가 많음), 5등급(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개체수가 많음).
3  이입시기: 1기(개항이후∼1921년), 2기(1922∼1963년), 3기(1964년∼현재).

부록 1.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