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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주요 공간의 초화류 식재기법 및 식물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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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t species planted on the golf course are mainly selected as plant species that can be supplied or received based
on the plant type announc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the status of cultivation. Recently, in terms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he application of native plants, planting of multi-layered structures have become important. As a way to reduce
the area of grass and create a sense of the seas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ground cover plants, ground
cover plants are widely appl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lanting techniques and select plant species for

golf courses focusing on the ground cover plants.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the functional planting technique for golf
play and the compositional ratio of required planting in the form of prototypes can be used in the design and landscaping
stages. In the future, after actual application to the golf course,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feedback the preferences

of users.

Key Words: Golf Courses, Planting Techniques, Ground Cover Plants, Plant Species

국문초록

골프코스에 식재되는 식물종은 주로 조달청 고시 식물종과 재배 현황에 근거하여 수급 가능한 식물종으로 선정하는

데, 최근에는 환경복원 측면에서 자생식물들의 적용, 다층구조 식재가 중요시 되고 있다. 다양한 초화류의 소재 개발과

함께잔디의면적을줄이고, 계절감을연출할수있는방안으로써초화류가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다. 본연구는초화류를

중심으로 한 골프코스 주요 공간의 식재기법 도출과 식물종 선정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초화류의 특성이반영된설계기법을제시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 초화류식재에의한특화가증가하고있는시점에

서 골프 플레이를 위한 기능적인 초화류 식재기법과 소요되는 초화류의 구성 비율을 프로토타입 형태로 제안함으로써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공 중인 현장에 적용후 피드백을 통하여 적용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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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골프코스에식재된수목은샷라인을지시하거나, 거리계산

을 도와주는 지표목 또는 해저드, 계절감 있는 아름다운 경관

을 연출하는 배경 및 동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수행한다. 좋은

골프코스라 하면 플레이를 위한 코스설계, 관리운영, 미적요소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조경 식재에 관

한 부분은 플레이를 위한 기능적 측면과 함께 미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골프코스의 식재계획은 대상지의 조건 분석을 통해 전체코

스의 이미지 구상과정을 거쳐 구역별, 홀별 계획이 진행되며,

골프코스조성시불가피하게발생하는경사면녹화와플레이를

위한 식재 등으로 진행된다. 식재계획은 조경계획뿐만 아니라,

전체 골프코스 설계에서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부분을차지하며, 해당코스의경관, 친환경성을좌우한

다. 또한, 안전성과 코스난이도, 골프 플레이의 전략에도중요

한 요소로 기능한다(성주용, 2010).

국내의 골프코스는토목공사의일부분으로서조경공사가이

루어졌으며, 플레이를위한기능적측면이강조된최소한의식

재와 시설물 위주로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골프장 간의 경쟁

이치열해지면서보다아름답고, 특화된 골프코스조성을위해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골프코스의 조경 식

재는 값비싼 나무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식물종을

식재하거나, 특이한 첨경물을 도입하는 등 어디에서나 비슷한

골프코스들을 만들어 왔다. 또한, 이윤 추구를 위한 신속한 경

기진행과경제성을높이기위한기능적인측면에대한고려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를 수행하다 보니 정돈되어 있는 인위

적인 느낌의 식재계획이 이루어져 왔다.

골프코스 초화류 식재기법에 관한 선행연구로 성주용(2010)

은 골프코스 조경설계에있어설계기법을개발하고, 연구 대상

지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생태적 적응 및 계절감을 고려한

지피초화류종류를제안하였으나, 골프코스주요공간별및골

프 플레이를 고려한 지피초화류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법을

제시하지못한한계를보이고있다. 김사리(2008)는 친환경 골

프장 조성을 위한 설계기법에 대해 분석 후 사례 대상지를 선

정하여 적용하였다. 골프장 주요 공간별로 식재계획을 제시하

였으나, 구체적인 수종은 교목 및 관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현정과 강현경(2004)은 골프장의 생태적 리노베이션 방안으로

서기조성된골프장을대상으로자연성복원을위한식생모델

을제시하고있으나, 구성요소별, 공간특성별특성에적합한식

재기법에 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골프코스에 식재되는 식물종은 주로 조달청 고시 식물종과

민간인의 보유 현황에 의거하여 수급 가능한 식물종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환경복원의 측면에서 대상지 자

생식물들의적용, 다층구조식재등이중요시되고있으며, 다양

한 초화류의 소재 개발과 함께 잔디의 면적을 줄이고, 계절감

을연출할수있는방안으로써초화류의식재가광범위하게적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적 측면을 만족하면서도 미적으로 아

름다운골프코스의전체적인이미지를구성하고, 친환경적이면

서 심미적 역할의 수행이 가능한 초화류 식재기법과 단위면적

당 소요되는 초화류 수량제시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 조

성된골프장의주요공간별초화류를조사및분석하여식재기

법에 반영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공간적범위는국내에기조성된골프코스중에서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악형 골프코스를 사례연구 대상지

로선정하였다. 식물상에대한조사는골프코스내조경계획이

수립되는 주요 식재공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홀/코스, 경사

면, 도로, 건축 외부공간, 수경공간으로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표 1). 사례연구 대상지의 방문조사는

개화시기에 맞춰 총 2회에 걸쳐 계절별로 실시하였다. 1차 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골프코스, 식재기법, 초화류, 식물종

구분 공간적 범위

홀/코스 티잉그라운드 주변, 그린 주변, 페어웨이 주변

경사면 절 ․ 성토 지역

도로 진입도로 주변, 보경로 주변

건축 외부공간 클럽하우스 주변, 티하우스 주변

수경공간 연못, 계류

표 1.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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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2019년 5월 11일∼2019년 7월 28일까지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19년 9월 22일∼2019년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에서 기존에 연구된 연구 성과 및 관

련 보고서 등의 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연구

대상 범위를설정하였다. 기 조성된 골프장의식재현황을조사

하고, 식재기법 및 적용 식물종에 대한 분석을통해초화류 식

재의문제점과적용가능한식재기법을도출하였다. 이를바탕

으로골프코스의주요공간에적용가능한초화류식재설계프

로토타입과 식물종 및 소요수량 등 세부적인 식재기법을 제시

하였다.

3. 사례연구

사례연구 대상지는골프코스 관련 연구문헌, 정기간행물, 언

론매체 등에서 최근 언급되었던 골프장을 선정하여 30개소의

후보 사례지를도출하였다. 후보 사례지에대하여관련학과교

수, 현장전문가, 설계가 등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식재와 관

련한국내우수사례및대중선호도가높거나현장방문이가능

한 골프장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이며, 자료의 수집이가능한 수

도권 1개소, 강원권 1개소, 충청권 1개소, 전라 경상권 1개소,

제주권 1개소, 전국 총 5개소의 골프장을선정하여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 그림 1).

각 사례연구 대상지는 해당 골프코스 조성 이후의 현장사진

분석과 관련 설계도서를 통해 식물종을 조사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지에서 관찰된 식물종 및 식재기법에 적용된 식물종은 이

창복(2003), 윤평섭(2008)의도감을사용하여동정하였으며, 동

정이완료된식물의국명과학명은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

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과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국립

수목원, 2016)에따라기재하였다(표 3∼표 7). 최종국명과학

명이 부여된 식물종은 목록을 작성하여 기재하였다(부록 1).

Ⅲ. 결과 및 고찰

1. 사례연구 대상지 분석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총 5개소의 사례연구 대상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각 골프코스마다 다양한 식재기법을 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개발주체 및 대상지

의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연구 대상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코스 초화류 식재기법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1) 홀/코스
페어웨이에는 홀의 설계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디

이외의 초화류는 식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러프에는 플레이에

비교적영향이적은지역을기준으로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나 초화류를 군락으로 식재하여 기
존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한 경우도 있었다. 티잉그라운

드주변은티샷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위치에는키가크고

화려한 초화류보다는 비비추(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빈카‘미노르’(Vinca minor Apocynaceae), 수호초

구분 위치 개장시기 규모

레이포드 G.C 경상북도 영천시 2011년 3월 27홀 

레인보우힐스 G.C 충청북도 음성군 2008년 3월 27홀

엘리시안 제주 G.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4년 11월 36홀

제이드펠리스 G.C 강원도 춘천시 2004년 9월 18홀 

중부 G.C 경기도 광주시 1987년 10월 18홀

표 2. 사례연구 대상지 개요

그림 1. 사례연구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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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재현황 식물종

홀/코스

- 초화류 식재를 지양하고, 잔디 위주의 정

돈된 경관 연출

- 러프주변은 Seedspray 공법을 통한 비관

리지역 조성으로 목초지 경관 형성

꽃창포(Iris ensata var. spontanea (Mak.) Nakai),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경사면

- 암반부는 건조에 강한 세덤류를 식재하

고, 만경류로 녹화

- 경사면은 억새의 군식과 Seedspray 공법

을 병행하여 녹화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Fisch.),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도로
- 남부수종을 식재하여 지역적 특성을 나

타내고, 억새를 군식하여 계절감을 연출

꽃댕강나무(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건축외부공간

- 대형목 요점식재와 교목하부 및 녹지에  

상록성 초화류 식재

- 개화종으로 초점식재하여 정돈된 분위기 

연출

- 건물 주변에 다양한 초화류 식재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 Lem.), 
꼬리풀(Pseudolysimachion linariifolium (Pall ex Link.) Holub),
돌단풍(Aceriphyllum rossii Engl.), 돈나무(Pittosporum tobira Ait.),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물싸리(Potentilla fruticosa L.),
바위취(Saxifraga stolonifera Meerb.), 상록패랭이(Dianthus gratianopolitanus ‘Bath's Pink'),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Ker-Gwal.),
섬백리향(Thymus quinquecostatus var. japonica Hara),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Fisch.), 

수경공간

- 폭포와 계류의 돌틈에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경관미 연출

- 폰드 경계부에는 수변식물 군락을 조성

하여 특색있는 경관 연출 

갈대(Phragmites communis Trin), 곰취(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꽃창포(Iris ensata var. spontanea (Mak.) Nakai), 
돌단풍(Aceriphyllum rossii Engl.), 물싸리(Potentilla fruticosa L.),
부들(Typha orientalis Presl), 백리향(Thymus quinquecostatus Celak.),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Fisch.),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표 4. 레인보우힐스 G.C 식재현황 및 적용 식물종

구분 식재현황 식물종

홀/코스

- 자생초화류 위주의 식재

- 티잉그라운드 주변에는 계절감을 고려하

여 4계절 꽃이 피는 개화종 및 단일 초종 

군식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붓꽃(Iris sanguinea Horn.),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경사면

- 억새 및 자생초화류를 식재

- 야생화 seedspray를 통한 계절감 연출

- 암반부는 덩굴식물 식재로 차폐 및 완화

- 식생토를 이용하여 암반부에 초화류 식재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기생초(Coreopsis tinctoria Nutt.),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상록패랭이(Dianthus gratianopolitanus ‘Bath's Pink'),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도로

- 수목 하부 음지에 음지성 식물 군식

- 보경로 및 도로 주변에 억새 및 자생초화

류 식재에 의한 친환경적인 식생복원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감국(Chrysanthemum indicum L.), 지면패랭이꽃(Phlox subulata L.),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건축외부공간

- 클럽하우스 주변은 소나무 하부에 상록성 

초화류 위주의 식재

- 티하우스 주변은 화려한 꽃이 피는 외래

종 위주의 식재 

금계국(Coreopsis drummondii Torr. Et Gray), 기생초(Coreopsis tinctoria Nutt.), 
꼬리풀(Pseudolysimachion linariifolium (Pall ex Link.) Holub),
매발톱꽃(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Et Meyer) Kitamura),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상록패랭이(Dianthus gratianopolitanus ‘Bath's Pink'),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초롱꽃(Campanula punctata Lam.),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수경공간
- 완경사 계류에 수생식물 및 초화류 군식

- 연못 경계부에 수생 및 수중식물을 식재

부들(Typha orientalis Presl), 부처꽃(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붓꽃(Iris sanguinea Horn.), 수련(Nymphaea tetragona Georgi),
세모고랭이(Scirpus triqueter L.), 창포(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Bess.) 

표 3. 레이포드 G.C 식재현황 및 적용 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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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재현황 식물종

홀/코스

- 남부지역 및 해안지역의 특색을 살린 초
화류 식재

- 화산석 사이에 초화류를 다품종 소량 배치
- 티주변과 페어웨이/러프 외곽으로 억새

의 군식을 통한 지역성 및 계절감 연출 

고사리(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sev.) Underw.),
꽃댕강나무(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도깨비고비(Cyrtomium falcatum (L.) Presl), 둥근잎꿩의비름(Sedum rotundifolium D. Lee),
왜성조릿대(Sasa romosa (Makino) Makion et Shibata), 송악(Hedera rhombea Bean),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Ker-Gwal.),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탐라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 et Z.) Wils.)

경사면

- 상록성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현무암과 
조화를 이룸

- 억새의 군식을 통한 지역의 특색과 계절
감을 연출하고, 기존 수림대와 연결

노란줄무늬왜성조릿대(Pleioblastus viridistriatus (Regal) Makino),
비비추(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송악(Hedera rhombea Bean),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도로

- 억새의 군식을 통한 동선의 유도 및 분
리 
- 보경로 주변으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초
화류 식재

꽃댕강나무(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노란줄무늬왜성조릿대(Pleioblastus viridistriatus (Regal) Makino),
비비추(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송악(Hedera rhombea Bean),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건축외부공간
- 화산석 사이에 지역특화 식물종과 건조
지에 강한 세덤류 식재

도깨비고비(Cyrtomium falcatum (L.) Presl), 둥근잎꿩의비름(Sedum rotundifolium D. Lee),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송악(Hedera rhombea Bean),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Ker-Gwal.),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수경공간
- 계류와 연못의 경계부에 화산석으로 마감
- 수생 및 수중식물을 식재하여 경관미 향
상 및 자연수질정화 유도

무늬부들(TTypha orientalis C. Presl), 부들(Typha orientalis Presl),
수련(Nymphaea tetragona Georgi), 석창포(Acorus gramineus Soland.),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표 6. 제이드팰리스 G.C 식재현황 및 적용 식물종

구분 식재현황 식물종

홀/코스
- 티잉그라운드 주변과 홀 사이에는 자생
초화류 위주의 다품종 군식

- 억새 군식을 통한 비관리지역 조성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돌단풍(Aceriphyllum rossii Engl.)
띠(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Durand et Schinz)
바위취(Saxifraga stolonifera Meerb.),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복수초(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 비비추(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참나리(Lilium lancifolium Thunb.), 층꽃나무(Caryopteris incana (Thunb.) Miq.)  

경사면

- 자연표토복원공법과 Seedspray공법을 
이용한 초화류 사용

- 경사면 하부에 자생초화류 위주의 군식
- 암반부는 만경류를 통한 상향식 녹화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민들레(Taraxacum mongolicum H. Mazz.),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비수리(Lespedeza cuneata G. Don), 산국(Chrysanthemum boreale Makino), 
송악(Hedera rhombea Bean), 쑥부쟁이(Aster yomena Makino),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좀잎산오리나무(Alnus inokumae),

도로
- 보경로 이동중에 4계절 초화류를 감상
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군식

- 억새의 군식을 통한 계절감 연출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민들레(Taraxacum mongolicum H. Mazz.), 비비추(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비수리(Lespedeza cuneata G. Don), 산국(Chrysanthemum boreale Makino),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좀잎산오리나무(Alnus inokumae), 참나리(Lilium lancifolium Thunb.),
층꽃나무(Caryopteris incana (Thunb.) Miq.) 

건축외부공간
- 대형목 하부에 상록성 초화류 식재를 통
한 정돈된 분위기 연출

- 건물연접부에 화관목류 및 초화류 도입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물싸리(Potentilla fruticosa L.), 
바위취(Saxifraga stolonifera Meerb.),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상록패랭이(Dianthus gratianopolitanus 'Bath's Pink'),
송악(Hedera rhombea Bean),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Caudatum'),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아주가(Ajuga reptans L.) 

수경공간
- 연못주변과 다단형계류에 수생식물 및 
수중식물 식재

꽃창포(Iris ensata var. spontanea (Mak.) Nakai), 
노루오줌(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Fr.),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부들(Typha orientalis Presl), 줄(Zizania latifolia Turcz.), 참나리(Lilium lancifolium Thunb.)

표 5. 엘리시안 G.C 식재현황 및 적용 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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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옥잠화(Hosta plantaginea
Achers.) 등 초장이 낮거나 상록성인 식물종이 식재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파3홀에서는 홀의 특성에 따라 티잉그라운드 주변

에도적극적으로다양한관목및초화류를식재한목초지를배

치하였다.

2) 경사면
경사면부에는식재보다는 Seedspray, 녹생토공법등의녹화

공법이적용되었으며, 다른구간에비하여혼합종자파종을통

한 외래종의 도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암반부에는

건조에 강한 세덤류를 식재하거나 만경류를 식재하여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였다. 대부분의 골프장 사면부에는 억새 군락지

가 식재되거나 존치되어 기존 식생대와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꾀하였다.

3) 도로
차를 타고 지나가며 보는 지역으로 가로수 열식으로 수관터

널을 통해 진입하며, 가로수 뒤쪽으로는 주로 주변 산림과 유

사한식물종이식재되었다. 초화류는주로꽃이나잎의형태가

화려한 종류를 식재하여 이용자에게 아름다운 파노라믹 경관

을 보여주고 있으며, 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낼

수있는식물종을선택하여지역적특성을나타내주기도했다.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나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 등의 키가 큰 화본과 식물을 다
량으로 군식하기도 하며, 지면패랭이꽃(Phlox subulata L.)이
나 상록패랭이(Dianthus gratianopolitanus ‘Bath's Pink'), 원추
리(Hemerocallis fulva L.),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등봄, 여름, 가을 화려한꽃이피는초화류를연속적인경관이

나타나도록 식재하고 있다.

4) 건축 외부공간
클럽하우스나티하우스주변은시각적인초점을위해조형소

나무가주로식재되었고, 교목하부는음지에강한상록성초화

류 중에서 단정하고 녹색의 색감이 짙은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왜성조릿대(Sasa romosa (Makino)
Makion et Shibata),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빈카‘미노르’(Vinca minor Apocynaceae),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Ker-Gwal.)이 많이식재되었다. 부분적
으로는계절화단을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계절에맞추

어바꾸어줄수있는팬지(Viola tricolor L. var. hortensis DC.

구분 식재현황 식물종

홀/코스

- 티잉그라운드 주변에 소량 다품종의 초화류 

식재 

- 외래종 위주의 혼식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Fisch.), 금계국(Coreopsis drummondii Torr. Et Gray),
꼬리풀(Pseudolysimachion linariifolium (Pall ex Link.) Holub), 
꽃범의꼬리(Physostegia virginiana Benth.), 돌마타리(Patrinia rupestris Juss.),
루드베키아(Rudbeckia hirta L.), 쑥부쟁이(Aster yomena Makino),
부용(Hibiscus mutabilis L.), 서양톱풀(Achillea millefolium L.),
원추리 ‘스텔라’(Hemerocallis ‘stella de Oro'),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옥잠화(Hosta plantaginea Achers.) 

경사면

- 야생화 혼합종자를 이용한 Seedspray 공법

- 경사면에는 초화류 다층 식재

- 암석원 조성

금계국(Coreopsis drummondii Torr. Et Gray), 루드베키아(Rudbeckia hirta L.), 
수레국화(Centaurea cyanus L.), 왕원추리(Hemerocallis fulva var. kwanso Regel),
참억새(Miscanthus sinensis Anderss.), 숙근플록스(Phlox paniculata L.) 

도로
- 외래종 위주의 혼식 및 일부 자생종 식재

- 보경로 주변 곳곳에 암석원 조성

꽃범의꼬리(Physostegia virginiana Benth.), 돌마타리(Patrinia rupestris Juss.), 
부용(Hibiscus mutabilis L.), 서양톱풀(Achillea millefolium L.), 
원추리 ‘스텔라’(Hemerocallis ‘stella de Oro'), 
에키나세아(Echinacea purpurea (L.) Moench), 옥잠화(Hosta plantaginea Achers.) 

건축외부공간

- 외래종 위주의 혼식

- 소량 다품종 혼식을 통한 경관 연출

- 억새를 통한 계절감 연출

독일붓꽃(Iris hybrida L.), 쑥부쟁이(Aster yomena Makino),
상록무늬사초(Carex oshimensis  ‘Variegata'),
왕상록패랭이(Dianthus plumarius ‘Dainty Dame'),
은쑥(Artemisia schmidtiana Maxim.), 큰꿩의비름(Sedum spectabile Boreau),
황금조팝나무(Spiraea japonica ‘Gold Mound'), 호스타(Hosta longipes ‘Alba Marginata'), 
흰갈풀(Phalaris arundinacea var. picta L.)

수경공간

- 연못의 수변이나 계류에 수생식물을 식재

- 사면안정을 위하여 수변부에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뿌리가 강건한 식물을 식재 

꽃범의꼬리(Physostegia virginiana Benth.), 노랑꽃창포(Iris pseudacorus L.), 
노랑어리연꽃(Nymphoides peltata O. Kuntze), 부들(Typha orientalis Presl), 
부처꽃(Lythrum anceps (Koehne) Makino), 수련(Nymphaea tetragona Georgi), 
왕원추리(Hemerocallis fulva var. kwanso Regel), 숙근플록스(Phlox paniculata L.) 

표 7. 중부 G.C 식재현황 및 적용 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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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wittrockiana Gams)), 샐비어(Salvia splendens F. Sellow
ex Roem. Et Schult.), 일일초(Catdaranthus roseus (L.) G. Don
(Vinca rosea L.)), 베고니아(Begonia ‘Lois Burke'), 꽃양배추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등 계절초화류를 식재하여 이용객들에게
화려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클럽하

우스나티하우스건물내부에서유리창등을통해조망할수있

는 곳에 암석원이나 차분한느낌의 정원 등을 배치하여 경관석

과함께꿩의비름(Sedum erythrostichum Miq.),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Fisch.) 등 세덤류의 식물이나 리아트리스

(Liatris aspera Michx.), 숙근플록스(Phlox paniculata L.), 노
루오줌(Astilbe arendsii Arends.), 참나리(Lilium lancifolium
Thunb.) 등 화려하고키가큰식물종, 수피의질감이나하늘거

림을 볼 수 있는 상록무늬사초(Carex oshimensis ‘Variegata'),
무늬억새(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김의털(Festuca
ovina L.) 등 사초류를초점식재하여경관을연출하고있다. 또
한, 작은 연못이나 계류를 조성하고 석창포(Acorus gramineus
Soland.), 꽃창포(Iris ensata var. spontanea (Mak.) Nakai), 노
랑꽃창포(Iris pseudacorus L.) 등 수생식물을 식재한 경우도
있었다. 골프를시작하기전에머무는곳이기도하고, 골프경기

도중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경기 결과를 되돌아보기도 하는

공간이기도하여주로경관을감상할수있는식물종과라벤더

(Lavandula angustifolia Mill),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L.), 백리향(Thymus quinquecostatus Celak.), 박하(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 등의허브류를 식재하여향
과 함께 이용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5) 수경 공간
수경공간의요소중계류부에는다품종소량의수생식물및

초화류의 돌틈식재를 통한 수질 정화와 다양한 경관미를 제공

하였고, 폰드에는수생식물및부엽식물식재를통하여연못의

부영양화를 저감시키고, 수중 미생물의 번식을 유발하여 자연

수질정화효과를도모하였다. 또한, 수변부에는수생식물과뿌

리와줄기가강건한초화류를식재하여사면안정을계획하였다.

2. 주요 공간별 식재기법 및 식물종 선정

1) 홀/코스
홀/코스는 이용자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각 홀별 성격이구분지어져있고, 식물종 또한 그 홀을 특징지

을 수 있는 식물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러프, 헤비러프에는

억새나 야생화의 Seedspray 공법 등을 통하여 비관리지역으로

존치시킴으로써 기존 환경과 조화되며, 홀의 외곽라인을 형성

한다. Par 3, par 4, par 5 홀별로초화류의식재개념도달라지

는데 par 3 홀의 경우 대부분 골프코스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

는 Signature hole인경우가많아지역적특성을가지거나홀이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초화류의 식재가 필요

하다. Par 4 홀이나 par 5 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이동

구간이길기때문에봄, 여름, 가을 꽃이피거나잎이아름다운

초화류의군식을통해경관의단조로움을피해야한다. 티잉그

라운드는 플레이가 시작되는 지점으로서 플레이어가 첫인상을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주변은 티샷에 방해를 주거

나초장이길어서플레이어의시야를가리지않는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초화류의식재가필요하다. 단위 모듈(5m×5m)당 식

재되는초화류의비율은규격 30cm이상의대품을 8%, 상록성

초화류를 71% 비율로 식재한다(그림 2; 표 8).

그린주변은플레이어의심리적안정을위한차분한경관조

성이 필요하며, 플레이어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거나 볼의 진행

방향을시각적으로방해할수있는화려하거나백색의꽃이피

는식물종은가급적피하는것이좋다. 일조및통풍을고려하여

그린주변에는여유공간확보가필요하며, 그린방향에가까울수

록 식물종의 초장이 낮은 초화류를 식재한다. 단위 모듈

(5m×5m)당식재되는초화류의비율은규격 30cm이상의대품

을 2%, 상록성 초화류를 59% 비율로 식재한다(그림 3; 표 9).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에 초화류 식재는 가급

적 피하고, 그 외 녹지에는 잔디면적을 최대한 축소하고, 초화

류의 식재를 늘린다. 페어웨이에 가까운 구간은 키가 작은 초

그림 2. 티잉그라운드 주변 초화류 식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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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류를 식재하고, 계절별로 개화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초화

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며, 페어웨이에서 멀어

질수록점차적으로변화를줄여단순한경관을연출한다. 단위

모듈(10m×10m)당 식재되는초화류의비율은규격 30cm이상

의 대품을 6% 비율로 식재한다(그림 4; 표 10).

교목 하부나 영구음지에는 지피성이 뛰어나며 초장이 낮은

지피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조도(평균조도, 최저

조도)를 고려하여식물종을선정하여야한다. 노루오줌(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Fr.),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는 3,000 lux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은 1,000 lux의 비교적 불리한 광 조건하에서도 생육이 가능하

다(고관달, 2014). 단위모듈(5m×5m)당 식재되는초화류의비

율은 규격 30cm 이상의 대품을 9%, 상록성 초화류를 67% 비

구분 식물종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Fisch.) 8cm 50 50

② 무늬맥문동(Liriope muscari Variegata) 10cm 90 50

③ 백리향(Thymus quinquecostatus Celak.) 10cm 90 50

④ 빈카 ‘미노르’(Vinca minor Apocynaceae) L=0.3m 70 36

⑤ 상록패랭이(Dianthus gratianopolitanus ‘Bath's Pink') 8cm 140 60

⑥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30cm, 화분 15 6

⑦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10cm 190 50

⑧ 사계코스모스(Cosmos bipinnatus Cav.) 30cm, 화분 35 10

⑨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Ker-Gwal.) 8cm 200 80

⑩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L=0.4m 70 36

⑪ 호스타(Hosta longipes ‘Alba Marginata') 30cm, 화분 24 10

표 8. 티잉그라운드 주변 식물종 선정 및 수량

그림 3. 그린 주변 초화류 식재 기법

구분 식물종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지면패랭이꽃(Phlox subulata L.) 8cm 240 60

② 리아트리스(Liatris aspera Michx.) 30cm, 화분  10 10

③ 무늬억새(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30cm, 화분  10  6

④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8cm  60 50

⑤ 빈카 ‘미노르’(Vinca minor Apocynaceae) L=0.3m 150 36

⑥ 송악(Hedera rhombea Bean) L=0.3m  90 36

⑦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8cm 150 50

⑧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10cm 140 50

⑨ 에키나세아(Echinacea purpurea (L.) Moench) 10cm  30 36

⑩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8cm 100 50

⑪ 황금조팝나무(Spiraea japonica ‘Gold Mound') 10cm  70 50

표 9. 그린 주변 식물종 선정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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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식재한다(그림 5; 표 11).

2) 경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골프코스가 산지에 위치한 관계로 경사

면 및 암반이 많이 발생한다. 비탈면의 녹화에 사용되는 식물

종은 크게 초본류와 목본류로 나눠지는데, 초본류는 초기발아

그림 4. 페어웨이 주변 초화류 식재 기법 그림 5. 교목하부 초화류 식재 기법

구분 식물종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큰꿩의비름(Sedum spectabile Boreau) 10cm 280 36

② 무늬둥글레(Polygonatum odoratum Variegatum) 10cm 230 36

③ 비비추(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3∼5분얼 300 36

④ 수국(Hydrangea macrophylla for. otaksa (S. et Z.) Wils.) 30cm, 화분 120 10

⑤ 사계코스모스(Cosmos bipinnatus Cav.) 30cm, 화분 40 10

⑥ 쑥부쟁이(Aster yomena Makino) 8cm 1,100 36

⑦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8cm 1,390 50

⑧ 옥잠화(Hosta plantaginea Achers.) 30cm, 화분 40 10

표 11. 교목하부 식물종 선정 및 수량

구분 구분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30cm, 화분  50 10

② 노루오줌(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Fr.) 30cm, 화분  10 10

③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3∼5분얼  70 56

④ 송악(Hedera rhombea Bean) L=0.3m  50 36

⑤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10cm  80 50

⑥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L=0.4m 250 36

⑦ 비비추(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3∼5분얼 160 36

표 10. 페어웨이 주변 식물종 선정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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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육이 빨라 급격한 녹화에 유리하다. 목본류는 발아와 생

육이완만하지만, 정착하고난후에는뿌리의신장으로비탈면

의안정과주위의자생식물과의생태적식물군락형성에크게

기여한다. 경사면녹화의경우, 환경친화적이면서비탈면의안

정성 유지, 토양의 유실방지, 경관복원, 자연 식생천이유도등

의역할을하게된다. 일반적으로 목본류와초본류의혼합종을

종자파종하거나녹생토공법등을이용하며, 때로는작은묘목

을 식재하기도 한다. 생태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고유의자생종을위주로사용하며, 초기 녹화가 급격히이루어

져야 하는 지역에는 양잔디 위주의 녹화를 택하기도 하나, 외

래도입종이 우점하지 않도록 종자를 배합하여야 한다. 식물종

의 선택에있어서는적응력이강하고, 척박지생육이우수하고

발아율과 초기 생장력이 우수한 종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사면의안정, 침식의조절, 경관조성기능을가지면서척

박지에 잘 견디는 식물종을 우선 선택한다. 또한, 골프코스 조

성시발생되는그지역의자생종자를포함하고있는표토의적

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암반부에는 녹생토공법 등 식재기반

을 조성후 세덤류 등 내건성이 강한 식물을 식재하거나, 만경

류의 식재를통해시각적으로불량한 경관의 녹화가필요하다.

단위 모듈(10m×10m)당 식재되는 초화류와 Seeding의 비율을

7:3의 비율로 식재한다(그림 6; 표 12).

3) 도로
진입로나보경로는골프코스주요공간중에서가장처음접

하는공간이다. 상징성과입구감을느낄수있도록골프코스가

위치한곳의지역성을나타낼수있는식물종의선정이중요하

다. 골프코스의 입구로서 화사하고 인상적인 경관조성을 위하

여 꽃이 피는 화관목류와 봄, 여름, 가을 계절감을 느낄 수 있

는 초화류의 선정 식재가 필요하다. 차량이나 카트를 타고 지

나가면서 바라보는 경관이므로 소량의 혼식보다는 단일 식물

에의한군식으로다양한경관과연속적인경관을위한식재가

필요하다. 지형과 도로선형의 변화를 고려한 경관조성도 요구

되어진다. 단위 모듈(10m×10m)당 식재되는 초화류의 비율은

상록성 초화류를 47% 비율로 식재한다(그림 7; 표 13).

4) 건축 외부공간
건축외부공간은골프코스의대표공간으로서상록성수종의

교목식재가많고, 대부분 플랜터나구획된녹지공간으로구분

되어진다. 이에따라초화류의식재기법과식물종또한자연스

러운 코스조경과 대비되는 정형적이고 정돈된 분위기의 식재

가 필요하다. 상록 및 낙엽 대교목주변에 상록성초화류 위주

의 식재를 통하여 겨울에도 삭막하지 않은 경관을 유지하며,

그림 6. 경사면 초화류 식재 기법

구분 식물종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감국(Chrysanthemum indicum L.) 10cm  80 36

②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10cm  90 36

③ 꽃향유(Elsholtzia splendens Nakai) 8cm  50 36

④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Planch.) L=0.4m  35 36

⑤ 돌단풍(Aceriphyllum rossii Engl.) 10cm  65 36

⑥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8cm 500 50

⑦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8cm 110 50

⑧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8cm 150 50

⑨ Seeding - - -

표 12. 경사면 식물종 선정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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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골프코스가 위치한 지

역적 특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생 초화류를

식재하며, 계절에 따라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계절화단 조성도

효과적이다. 단위 모듈(10m×10m)당 식재되는 초화류의 비율

은 규격 30cm 이상의 대품을 4%, 상록성 초화류를 62% 비율

로 식재한다(그림 8; 표 14).

5) 수경공간
골프코스의 수경시설은 수경관 창출을 위한 미적인 형태로

도 사용되지만, 실질적인 용도로도 많이 조성된다. 경기적인

측면에서 워터해저드의 역할을 수행하여 플레이에 흥미와 재

미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극심한 갈수기에는 연못에 담수된

물을 통하여 페어웨이나 그린에 관수를 하기도 하며, 일시 저

류를통한오염물질침전및수생식물을통한자연정화기능을

통해 수질개선에 기여한다. 다단형 폭포나 자연형 계류 등 물

이흐르는과정에서산소를발생시켜물의용존산소량을높여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도 있고, 계류의 돌틈이나 하부에 수생

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정화를 꾀한다. 연못 가장자리 부분에는

수생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골프코스로부터의 오염원의

유입을 방지하고, 질소, 인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부영양화를

막아자연 수질정화의 역할을 한다. 또한, 뿌리가 강건하고 생

육이 활발한 식물을 심어 연못 사면의 안정에 기여한다. 수중

에는 부엽식물을 식재하여 경관미를 향상시킨다. 부엽식물은

연못의 수심에 따라 생육환경이 달라지고, 뿌리의 번식이 왕

그림 7. 도로 주변 초화류 식재 기법

구분 식물종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꽃댕강나무(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30cm, 화분 10 10

② 상사화(Lycoris squamigera Max.) 개화구 135 50

③ 지면패랭이꽃(Phlox subulata L.) 8cm 810 50

④ 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 et Z.) Wils.) 30cm, 화분 40 10

⑤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10cm 125 50

⑥ 에키나세아(Echinacea purpurea (L.) Moench) 10cm 560 36

⑦ 왕원추리(Hemerocallis fulva var. kwanso Regel) 10cm 110 36

⑧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10cm 70 36

⑨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10cm 110 36

⑩ 해국(Aster spathulifolius Max.) 10cm 40 36

표 13. 도로 주변 식물종 선정 및 수량

그림 8. 건축 외부공간 초화류 식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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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연못전체를순식간에피복하여오히려수질정화에역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뿌리 번짐 방지책을 마련하여 과

도한 생장을 막아야 한다. 기존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로는 현재 국내 골프장의 수생식물 식재는 식물종이 너무 단

순하게 적용되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플레이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의 수생식물을 적극적으로 식

재하여다양한공간창출과더불어자연정화효과도기대해야

한다. 계류와 연못의 단위 모듈(10m×10m)당 식재되는 초화

류의 비율은 수변식물을 50% 비율로 식재한다(그림 9, 그림

10; 표 15, 표 16).

Ⅳ. 결론

본 연구는 초화류를 중심으로 한 골프코스의 식재기법 도출

과식물종선정에대한연구를목적으로현재국내에유통되고

있는 초화류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적용구역이나

설계기법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기 조성된골프코스

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기의 기능적 측면의 만족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운 골프코스 식재 방향을 조사하였다. 초

화류 식재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기후의 특성을 살린 식물종 선정이 필요하다. 예

구분 식물종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고비(Osmunda japonica Thunb.) 30cm, 화분 30 10

②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30cm, 화분 30 10

③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10cm 400 36

④ 꽃댕강나무(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30cm, 화분 50 10

⑤ 꽃양배추(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10cm 400 36

⑥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3∼5분얼 400 50

⑦ 매리골드(Tagetes L.) 10cm 400 36

⑧ 산수국(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 et Z.) Wils.) 30cm, 화분 35 10

⑨ 송악(Hedera rhombea Bean) L=0.3m 440 36

⑩ 수호초(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10cm 1,000 50

⑪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L=0.4m 430 36

표 14. 건축 외부공간 식물종 선정 및 수량

그림 10. 연못 주변 초화류 식재 기법그림 9. 계류 주변 초화류 식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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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따뜻한 기후와 바람에 강한 털머위

(Farfugium japonicum Kitamura), 송악(Hedera rhombea
Bean), 해국(Aster spathulifolius Max.) 등이 제주 고유의 지
역색을 잘 살릴 수 있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는 상사

화(Lycoris squamigera Max.), 털머위(Farfugium japonicum
Kitamura) 등이나, 서울, 경기 및 강원도의 경우 내한성이 강

한 상록성 식물종 등 지역기후의 고유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식

물종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자생종과외래종간의선정에있어서는친환경적인측

면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종을 많이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골퍼들은 골프코스를 여가와 운동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곳으로서 방문하기 때문에 일상적 경관

과 차별화하여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한 꽃이 피는 식물종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웨이나 러프,

보경로 등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종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

는식물종을선택하여식재하고, 클럽하우스, 티하우스등골퍼

들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머무르는 곳에는 일부 외래종이나 허

브류, 계절 초화류의 다양한 식물종 식재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외래종의 식재를 통한 생태계의 교란이나 주변식생에

피해가 되는 식재는 피해야 한다.

셋째, 식재기법에대해서는사계절다양한초화류를보기위

해봄, 여름, 가을, 겨울계절별꽃을피울수있는식물종을선

정하여다양한식물종을다수의배열로식재하는혼식과한가

지의식물종을파종하거나군식하는 방법의고려가 필요하다.

혼식이너무많아지면복잡하고지저분한느낌이들며, 군식이

너무많아지면통일성은있으나단조로운느낌을주므로, 현장

여건에 맞는 두 식재 방법의 적절한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식

물종의 개화시기에 따라 연속적인개화경관연출이 필요하며,

겨울철 삭막해지는 공간에 상록성 식물종의 식재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넷째, 유지관리 비용 및환경에대한고려로빈번한농약사

용과관리비용이많이발생하고, 교목 하부나 영구음지부분에

서 생육상태가 불량한 잔디의 대체 식물로써 초화류의 적극적

활용이필요하다. 관리가어렵고플레이에비교적영향이적은

구분 구분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큰고랭이(Scirpus tabernaemontani Gmel.) 10cm 90 36

② 꽃창포(Iris ensata var. spontanea (Mak.) Nakai) 30cm, 화분 20 10

③ 노랑꽃창포(Iris pseudacorus L.) 30cm, 화분 15 10

④ 동의나물(Caltha palustris var. membranacea Turcz.) 10cm 75 36

⑤ 무늬부들(Typha orientalis C. Presl) 30cm, 화분 10 10

⑥ 삼색버드나무(Salix integra ‘Hakuro-nishiki') H1.5m  2  1

⑦ 벌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8cm 60 50

⑧ 삼백초(Saururus chinensis Baill.) 10cm 50 36

⑨ 속새(Equisetum hyemale L.) 10cm 50 36

⑩ 어리연꽃(Nymphoides indica (L.) O. Kuntze) 10cm 50 36

표 16. 연못 주변 식물종 선정 및 수량 및 수량

구분 식물종 규격 수량(본) 단위수량(본/m2)

① 큰고랭이(Scirpus tabernaemontani Gmel.) 10cm 90 36

② 노랑꽃창포(Iris pseudacorus L.) 30cm, 화분 30 10

③ 무늬부들(Typha orientalis C. Presl) 30cm, 화분 10 10

④ 부처꽃(Lythrum anceps (Koehne) Makino) 10cm 65 36

⑤ 붓꽃(Iris sanguinea Horn.) 30cm, 화분 15 10

⑥ 수련(Nymphaea tetragona Georgi) 2∼3분얼 20 10

⑦ 어리연꽃(Nymphoides indica (L.) O. Kuntze) 10cm 75 36

표 15. 계류 주변 식물종 선정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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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억새, 갈대 등의 사초류나 덤불류 식재를 통해 비관리

지역으로 존치시킴으로써 관리면적을 줄여 농약사용을 억제하

고, 기존 환경과의 조화가 가능하다.

도출된 식재기법을참조하여골프코스식재계획에반영하더

라도 골프코스의 식재계획은 ‘식물’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제한

적시장, 수급상황의변동등에따라공사조건의변화가빈번

하게 발생하여 현장중심형 계획을 통한 현장 적용성의 증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재설계를 이미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현장

변경사항, 식물 수급상황에 따른 입체적인 현장 설계 보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사면발생, 옹벽, 기타 구조물

노출부 등 시공단계에서의 가변적인 현장상황을 현장에서 설

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골프코스 주요 공간에 초화류식재에 의한 특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 플레이를 위한 기능적인 초화류

식재기법과 소요되는 초화류의 구성 비율을 프로토타입 형태

로제안함으로써주요공간의설계및시공단계에서활용이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공 중인 현장에적용후 피드백

을 통하여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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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과 Osmundaceae 33. 아주가 Ajuga reptans L.

1. 고비 Osmunda japonica Thunb. 노박덩굴과 Celastraceae

고사리과 Pteridaceae 34. 줄사철나무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 Rehder

2. 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sev.) Underw. 능소화과 Bignoniaceae

국화과 Compositae 35.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

3.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 돈나무과 Pittosporaceae

4. 곰취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36.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Ait.

5.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Kitamura 돌나물과 Crassulaceae

6.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37. 기린초 Sedum kamtschaticum Fisch.

7. 금계국 Coreopsis drummondii Torr. Et Gray 38. 꿩의비름 Sedum erythrostichum Miq.

8. 기생초 Coreopsis tinctoria Nutt. 39. 큰궝의비름 Sedum spectabile Boreau

9. 루드베키아 Rudbeckia hirta L. 40. 둥근잎꿩의비름 Sedum rotundifolium D. Lee

10. 리아트리스 Liatris aspera Michx. 두릅나무과 Araliaceae

11. 민들레 Taraxacum mongolicum H. Mazz. 41. 송악 Hedera rhombea Bean

12.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Nakai 마타리과 Valerianaceae

13. 서양톱풀 Achillea millefolium L. 42. 돌마타리 Patrinia rupestris Juss.

14. 수레국화 Centaurea cyanus L. 마편초과 Verbenaceae

15. 쑥부쟁이 Aster yomena Makino 43. 층꽃나무 Caryopteris incana (Thunb.) Miq.

16. 에키나세아 Echinacea purpurea (L.) Moench 면마과 Dryopteridaceae

17. 은쑥 Artemisia Schmidtiana Maxim. 44. 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18. 털머위 Farfugium japonicum Kitamura 45. 도깨비고비 Cyrtomium falcatum (L.) Presl

19. 해국 Aster spathulifolius Max.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20. 매리골드 Tagetes L. 46. 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var. membranacea Turcz.

21. 사계코스모스 Cosmos bipinnatus Cav. 47.매발톱꽃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Et Meyer) Kitamura

22. 산국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48. 복수초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

꽃고비과 Polemoniaceae 백합과 Liliaceae

23. 지면패랭이꽃 Phlox subulata L. 49.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24. 숙근플록스 Phlox paniculata L. 50. 비비추 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꿀풀과 Labiatae 51.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Ker-Gwal.

25. 꽃범의꼬리 Physostegia virginiana Benth. 52. 옥잠화 Hosta plantaginea Achers.

26. 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Nakai 53. 왕원추리 Hemerocallis fulva var. kwanso Regel

27. 라벤더 Lavandula angustifolia Mill 54. 원추리 Hemerocallis fulva L.

28.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L. 55. 참나리 Lilium lancifolium Thunb.

29. 박하 Mentha arvensis var. piperascens Malinv. 56. 무늬둥글레 Polygonatum odoratum Variegatum

30. 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Celak. 57. 무늬맥문동 Liriope muscari Variegata

31. 샐비어 Salvia splendens F. Sellow ex Roem. Et Schult. 58. 원추리 ‘스텔라’ Hemerocallis ‘Stella de Oro'

32. 섬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var. japonica Hara 59. 호스타 Hosta longipes ‘Alba Marginata'

부록 1. 적용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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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과 Salicaceae 90. 붓꽃 Iris sanguinea Horn.

60. 삼색버드나무 Salix integra ‘Hakuro-nishiki' 사초과 Cyperacere

범의귀과 Saxifragaceae 91. 큰고랭이 Scirpus tabernaemontani Gmel.

61. 탐라산수국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 et Z.) Wils. 92. 세모고랭이 Scirpus triqueter L.

62. 노루오줌 Astilbe chinensis var. davidii Fr. 93. 상록무늬사초 Carex oshimensis ‘Variegata'

63. 돌단풍 Aceriphyllum rossii Engl. 삼백초과 Saururaceae

64. 바위취 Saxifraga stolonifera Meerb. 94.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Baill.

65.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for. otaksa (S. et Z.) Wils. 석죽과 Caryophyllaceae

66. 노루오줌 Astilbe arendsii Arends. 95. 상록패랭이 Dianthus gratianopolitanus ‘Bath's Pink'

67. 산수국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 et Z.) Wils. 96. 왕상록패랭이 Dianthus plumarius ‘Dainty Dame'

베고니아과 Begoniaceae 속새과 Equisetaceae

68. 베고니아 Begonia ‘Lois Burke' 97. 속새 Equisetum hyemale L.

벼과 Poaceae 98. 수련 Nymphaea tetragona Georgi

69. 갈대 Phragmites communis Trin 수선화과 Amaryllidaceae

70. 김의털 Festuca ovina L. 99. 상사화 Lycoris squamigera Max.

71. 띠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Durand et Schinz 십자화과 Cruciferae

72. 물억새 Miscanthus sacchariflorus Benth. 100. 꽃양배추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73. 새 Arundinella hirta (Thunb.) Tanaka 아욱과 Malvaceae

74. 수크령 카우다툼 Pennisetum alopecuroides ‘Caudatum' 101. 부용 Hibiscus mutabilis L.

75. 수크령 리틀버니 Pennisetum alopecuroides ‘Little Bunny' 용담과 Gentianaceae

76. 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102. 노랑어리연꽃 Nymphoides peltata O. Kuntze

77. 줄 Zizania latifolia Turcz. 103. 어리연꽃 Nymphoides indica (L.) O. Kuntze

78. 참억새 Miscanthus sinensis Anderss. 인동과 Caprifoliaceae

79. 흰갈풀 Phalaris arundinacea var. picta L. 104. 꽃댕강나무 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80. 노란줄무늬왜성조릿대 Pleioblastus viridistriatus (Regal) Makino 자작나무과 Betulaceae

81. 무늬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105. 좀잎산오리나무 Alnus inokumae

82. 무늬억새 Miscanthus sinensis ‘Morning Light' 장미과 Rosaceae

83. 왜성조릿대 Sasa romosa (Makino) Makion et Shibata 106. 물싸리 Potentilla fruticosa L.

부들과 Typhceae 107. 황금조팝나무 Spiraea japonica ‘Gold Mound'

84. 부들 Typha orientalis Presl 제비꽃과 Violaceae

85. 무늬부들 Typha orientalis C. Presl 108. 팬지 Viola tricolor L. var. hortensis DC. (V. Wittrockiana Gams)

부처꽃과 Lythraceae 천남성과 Araceae

86. 부처꽃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109. 석창포 Acorus gramineus Soland.

붓꽃과 Iridaceae 110. 창포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Bess.

87. 꽃창포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 Nakai 초롱꽃과 Campanulaceae

88. 노랑꽃창포 Iris pseudacorus L. 111. 초롱꽃 Campanula punctata Lam.

89. 독일붓꽃 Iris hybrida L. 콩과 Leguminosae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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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비수리 Lespedeza cuneata G. Don 115.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L.) Lem. 

포도과 Vitaceae 협죽도과 Apocynaceae

113.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Planch. 116. 일일초 Catdaranthus roseus (L.) G. Don (Vinca rosea L.)

현삼과 Scrophulariaceae 117. 빈카 ‘미노르’ Vinca minor Apocynaceae

114. 꼬리풀 Pseudolysimachion linariifolium (Pall ex Link.) Holub 회양목과 Buxaceae

현호색과 Fumariaceae 118. 수호초 Pachysandra terminalis S. et Z.

부록 1.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