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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 out to present the ecological data for management of traditional landscape and urban ecosystem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Gyochon Village, Gyeongju-si. The results ara as follows. 
There were 259 taxa on Gyochon Village, consisting of 81 families, 193 genera, 228 species, 2 subspecies, 11 varieties, 
6 forms, 4 hybrids and 8 cultivars, and the taxonomic levels of whole taxa were 2 taxa of pteridophyta, 9 taxa of 
gymnospermae, 208 taxa of dicotyledonae and 40 taxa of monocotyledonae. The landscape planting species were 131 
taxa including Spiraea prunifolia, Helianthus salicifolius, Iris × germanica and so on, of these, there were 77 taxa 
of trees and 54 taxa of herbs. The naturalized plants were 46 taxa including Phytolacca americana, Tragopogon dubius, 
Hordeum murinum and so on.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2 taxa including Symphyotrichum pilosum and Humulus 
scandens.

Key Words: Landscape Planting, Naturalized Plant, Traditional Landscape, Urban Ecosystem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주 교촌마을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전통경관과 도시생태계 관리를 위한 생태정보

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속식물상은 81과 193속 228종 2아종 11변종 6품종
4잡종 8재배품종의 259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2분류군, 나자식물은 9분류군, 쌍자엽식물은 208분류군, 단자엽식물은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You, Ju-Han,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Gyeongju, South 
Korea. Phone: +82-54-770-2230, E-mail: youjh@dongguk.ac.kr



유주한․김영훈․천겅․장린린․곽수빈․정재현․서영란․리위․추이즈리앙 : 경주 교촌마을의 관속식물상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1호(2021년 3월)� � 37

Ⅰ. 서론

신라의천년고도경주는불국사, 석굴암과같은유명문화유

산뿐만 아니라, 대릉원, 오릉, 경주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재들

이 분포하며, 특히 남산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보

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이영경, 2008; 박진영과이성각, 2012). 또한 2000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

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고분군 분포지인 대릉원

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인 산성지

구로 되어 있다(강태호와 우문동, 2014).

이렇듯 경주는 세계적으로우수한역사문화자원이풍부하여

이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황리단길, 교촌마을 등이 최근 들어 인기가

높다. 그리고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도시 내 산재해 있는 경

주의 도시 경관은 국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 독특할 뿐만

아니라, 도시내전통한옥이많아한국의고유성, 전통성을대

표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한옥은오랫동안형성된한국의대표주택으로, 도시

의 전통성, 지역성, 정체성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상이

고경관자원이며, 다양한 문화적체험공간으로재조성되고있

다(손승광, 2008). 또한빠른세계화, 국제화에따라우리문화의

정체성을확립하고, 이를체험하고자하는욕구가증대하여전통

한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김영주와이소영, 2009). 이에

전통 한옥은 기존 것들에 대한 보전, 유지뿐만 아니라, 신규로

건축하여 마을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관광지로 변모된 지역이

다수 있는데, 전주, 서울 북촌, 경주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전통 한옥마을의 역사문화경관은 변질되고 무

분별한 상업시설이 입지함으로써 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

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수많은 관광객이 전국 각지에서 방문

하여관광지화되고있다. 또한수목식재, 정원과화단조성, 용

기식재등조경을통해아름다운경관을조성하기위해다양한

방법을사용하여가정원예의종합적모습을가진다. 그러나 전

통 한옥마을과 조화되지 않는 외래종의 사용은 서구화된 조경

으로변질되어가고있고, 특히 국적불명의외래종을무분별하

게 식재하여 지극히 한국적이지 못하여 총체적 부조화가 발생

되며, 나아가 도시생태계의 교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

조경식물은 경관의 미시각적 질을 향상시키는 재료로서 쾌

적한환경조성, 환경미화등과함께경관의다양성을제공한다

(유주한, 2020a). 이런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소재가 조

경식물이다. 조경식물은자생종을포함하여외래종, 원예종, 재

배품종 등 다양한범주의식물이해당되는데, 외래종은뛰어난

적응력과 번식력을 가져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하며, 주변 생

태계로 급속히 확산되어 자생종의 감소 및 전통경관에 영향을

미친다(김기송등, 2012). 물론화훼종을포함하여원산지가외

국인 외래종이 무조건적으로 배척의 대상이며, 환경과 경관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공간에서의 무분별

한식재와이용은조경계에서심도있는논의와검토가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전통마을및문화재관련지역의식물상및식생연구동

향을살펴보면, 전통마을숲의식생(김종원과임정철, 2006), 성

주지역 문화재지정구역(신현탁 등, 2011), 경주국립공원 문화

재재정구역(윤정원 등, 2012), 하회마을․양동마을․한개마을

(김기송 등, 2012; 노재현 등, 2013), 성읍민속마을(노재현 등,

2014), 4대 고궁과 종묘(강민정 등, 2018) 등 다양하게 수행되

었으며, 귀화식물, 외래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통적

견해를 보여 전통마을의 식물상에서 이들의 중요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주시의 주요 관광지이면서 새롭게 조성

된전통한옥마을인교촌마을내생육하고있는자생종과경관

조성을 위한 식재종 등 다양한 관속식물상의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여 도시생태계와 전통경관의 유지 및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교촌마을은 경북 경주시 교동에 위치하며, 위치좌표는 북위

35° 49′45″∼35° 49′54″, 동경 129° 12′52″∼129° 12′59″

이고, 면적은 약 53,800m2이다. 해발범위는 39∼45m, 지형은

대부분평지이고, 지방하천인남천의북쪽에입지해있다. 주변

40분류군이었다. 조경식재종은 만첩조팝나무, 애기해바라기, 독일붓꽃 등 131분류군이며, 이 중 목본은 77분류군, 초본은
54분류군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미국자리공, 쇠채아재비, 보리풀 등 46분류군이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미국쑥부쟁
이, 환삼덩굴 2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조경식재, 귀화식물, 전통경관, 도시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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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을 보면, 동쪽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서쪽은 경주사마

소, 재매정, 흥륜사지, 남쪽은 남천, 월정교, 경주오릉, 북쪽은

첨성대, 계림, 내물왕릉, 대릉원이 인근에 있어 경주의 역사문

화자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경주향교 등 일

부문화재를제외하고, 한옥마을로 신규조성되어주변경관과

다소 차이를 보이며, 상업시설도 다수 있어 전주 한옥마을과

유사한성격을가진다. 그림 1은연구대상지내주요현황을나

타낸 것이다.

마을 내에는 중요 민속자료 제27호인 경주최씨고택과 중요

무형문화재 제86-다호인 경주교동법주가 있고, 원효대사와의

사이에 설총을 낳은 신라 요석공주가 살던 요석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인근에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설

화가 서려 있는 계림과 내물왕릉, 경주향교, 김유신 장군이 살

았던 재매정이 있다.

연구대상지 주변으로 계림과 월성이 도시숲 형태를 하고 있

다. 이 지역의 식물상은 69과 245분류군, 희귀식물은 측백나무

(Platycladus orientalis), 쥐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 왕
벚나무(Prunus × yedoensis),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4

분류군, 한국특산식물은능수버들(Salix pseudolasiogyne), 개나
리(Forsythia koreana) 2분류군이며, 주요 식생은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 느티나무(Zelkova serrata), 팽나무(Celtis
sinensis), 단풍나무(Acer palmatum) 등이 존재하고있다(유주
한 등, 2011). 대부분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나, 노거수 형태로

잔존하는 개체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조사는 2020년 3월 3일, 4월 26일, 6월 26일, 10월 12일

에 걸쳐총 4회 실시하였으며, 마을 전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조사하였다(그림 2 참조). 식물의 동정은 현장에서 동정이 가

능한종은직접야장에기록하였으며, 오동정 가능성이있거나

동정이어려운식물은디지털카메라(Canon, PowerShot G3X,

Japan)로 사진 촬영 후 화상자료를 통해 동정하였다. 이러한

동정작업은 이창복(2003)과 윤주복(2019)의 문헌을 사용하였

으며, 동정이 완료된 식물도 재동정하였다.

동정이완료된식물은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7b)

a.� 안내판 b.�진입부

c.�골목길 d.�경주향교�대성전

그림 1. 경주 교촌마을 내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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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6)에 기재된 학명과

국명을사용하여관속식물상목록을작성하였다(부록 1 참조).

작성된 목록 내 과내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과 국가표준재

배식물목록 내 학명 배열과 동일하게 알파벳순으로 정렬하여

기재하였다. 이렇게작성된목록을통해경주교촌마을의관속

식물상현황을양치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쌍자엽식물, 단자

엽식물) 순으로 파악하였다.

경주 교촌마을은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과 다른 인공환경

으로, 주로 전통건축물, 가로, 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

서 경관 조성을 위해 사용된 조경식재종이 대부분을 차지하

여 이를 파악하기 위해 목본과 초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귀

화식물은 조경식재종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되어

토착화된 식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귀화식물 전문도감(박

수현, 2009; 김창기와 길지현, 2017)을 사용하였다. 또한 귀화

식물의 속성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를 분석하였으며(이유미 등, 2011), 생육지의 경우 잔디밭(조

경수 식재지 포함), 화단(가정정원 포함), 건물(담장 포함),

텃밭, 골목, 도로, 나지 등으로 구분하여 귀화식물의 분포현황

을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분류군 현황

경주 교촌마을의 관속식물상 현황은 81과 193속 228종 2아

종 11변종 6품종 4잡종 8재배품종의 259분류군으로 확인되었

으며, 양치식물은 2과 2속 2종 2분류군(0.8%), 나자식물은 4과

5속 6종 3재배품종 9분류군(3.5%),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65과 155속 184종 2아종 10변종 5품종 3잡종 4재배품종 208분

류군(80.3%), 단자엽식물은 10과 31속 36종 1변종 1품종 1잡종

1재배품종 40분류군(15.4%)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분류군수가가장많은상위 3개과는국화과 38분류군(14.7%),

벼과 20분류군(7.7%), 장미과 18분류군(6.9%)으로, 국화과가

가장 많았다. 국화과는 물과 바람을 이용해서 쉽게 주변으로

종자를 전파하는 풍수산포형이기 때문에(김명현 등, 2016) 주

변에서 다양한국화과식물이이입된것으로판단되며, 이들은

광조건이좋은지역을선호하는데(유혜선등, 2013), 광선을차

단하는 구조물이나 자연요소가 많이 없는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쇠뜨기(Equisetum arvense), 꼬리고사리(Asplenium
incisum)를 포함하는 양치식물의 분류군수가 가장 적음을 알
수있었다. 쇠뜨기는잔디밭, 나지등에서많았으나꼬리고사리

는 돌담에서만 관찰되어 제한적으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양치

식물은 음습하고 자연성이 유지되는 지역에서 다양한 종이 분

포하며, 인위적 간섭과 교란이 많고 건조한 지역일수록 종은

빈약해진다(오현경과 유주한, 2012). 즉, 본 지역이 대부분 주

거지, 포장, 조경수 식재 등 대부분 인공환경이고 광량이 풍부

하여건조한조건을가지고있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고해석

할 수 있다.

2. 조경식재종

조경식재종은만첩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월계수(Laurus

그림 2. 연구대상지 및 조사경로

표 1. 경주 교촌마을의 관속식물상 분류군 현황

분류단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잡종 재배�품종 소계

양치식물 2 2 2 - - - - - 2

나자식물 4 5 6 - - - - 3 9

피자식물 75 186 220 2 11 6 4 5 248

쌍자엽식물 65 155 184 2 10 5 3 4 208

단자엽식물 10 31 36 - 1 1 1 1 40

합계 81 193 228 2 11 6 4 8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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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ilis), 병아리꽃나무(Rhodotypos scandens), 채송화(Portulaca
grandiflora), 애기해바라기(Helianthus salicifolius), 독일붓꽃
(Iris × germanica) 등 131분류군이며(그림 3 참조), 목본은 77
분류군(58.8%), 초본은 54분류군(41.2%)이다. 대부분 조경식

재종은 진입부 광장, 가정정원, 돌담에서 관찰되었으며, 일부

화분 등의 용기에 식재된 것은 제외하였다.

많이 식재된 식물은 소나무 ‘글로보사’(Pinus densiflora
‘Globosa’), 느티나무, 병아리꽃나무(Rhodotypos scandens), 배
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아잘레아 ‘팔레스트리나’(Rho-
dodendron ‘Palestrina’), 영산홍(Rhododendron indicum), 홍철
쭉(Rhododendron japonicum) 등이며, 이 중 병아리꽃나무는
초입부골목길에열식되어개화시경관이양호하였다. 병아리

꽃나무는 순백색의 꽃이 4월에 개화하고, 10월경에 흑색 열매

가 결실되는 자생식물로 관상가치가 높다. 따라서 본 지역의

병아리꽃나무 식재는 향토경관 또는 전통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식재종 중 외래종은 송엽국(Lampranthus spectabilis),
천일홍(Gomphrena globosa), 핑크뮬리(Muhlenbergia capillaris)
등 34분류군으로, 중국 등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과거부터 전통

조경에 사용된 식물 및 식용목적으로 도입된 식물, 원산지가

불분명한재배품종은제외하였다. 이중핑크뮬리는최근인기

가 높은 식물로경주첨성대 주변은 유명관광지가 되었다. 그

러나 핑크뮬리는 야생화될 경우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강은수 등, 2020),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고 하여 외래종 식재 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외래종은 전통마을과 문화재 공간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있다. 김기송등(2012)은 전통마을의외래종침입은생

태계 기능과 구조뿐만 아니라,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바,

외래종의 식재를면밀히검토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자생종

의 식재와 관리는 우리나라 전통경관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며,

이러한자생종은지역의기후와토양에적응해있어고유의향

토미, 관광의 효용성, 차별화를 위해 이들의 식재가 필요하다

(이재윤 등, 2011; 강민정 등, 2018). 따라서 병아리꽃나무와

같이 관상가치가 높고 환경적응력이 뛰어난 자생식물을 자투

리공간에식재하여고유의전통성을회복시킬수있도록노력

하는것이필요하며, 핑크뮬리와같은외래종의무분별한식재

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큰닭의덩굴(Fallopia dentatoalata), 미국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벳지(Vicia villosa), 개쑥갓(Senecio
vulgaris), 쇠채아재비(Tragopogon dubius), 보리풀(Hordeum
murinum) 등 46분류군이확인되었다(표 2 참조). 원산지는유
럽 21분류군(45.7%), 북아메리카 11분류군(23.9%), 남아메리

카 5분류군(10.9%), 유라시아 4분류군(8.7%), 열대아메리카 3

분류군(6.5%), 아시아 2분류군(4.3%), 귀화도는 1등급 3분류

군(6.5%), 2등급 8분류군(17.4%), 3등급 14분류군(30.4%), 4

등급 5분류군(10.9%), 5등급 16분류군(34.8%), 이입시기는 1

기 22분류군(47.8%), 2기 8분류군(17.4%), 3기 16분류군

(34.8%)이었다.

a.� 만첩조팝나무 b.�월계수 c.�병아리꽃나무

d.�채송화 e.�애기해바라기 f.�독일붓꽃

그림 3. 경주 교촌마을 내 주요 조경식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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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주 교촌마을에 분포하는 귀화식물

식물명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1.� Fallopia� dentatoalata� (F.� Schmidt)� Holub�큰닭의덩굴E 유럽 3 1

2.� Fallopia� dumetorum� (L.)� Holub�닭의덩굴E 유럽 3 1

3.� Rumex� crispus� L.� 소리쟁이AG 유럽 5 1

4.�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AG 북아메리카 3 3

5.� Cerastium� glomeratum� Thuill.� 유럽점나도나물ACDEF 유럽 5 3

6.�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A 유럽 2 1

7.� Chenopodium� album� L.�흰명아주DG 유라시아 5 1

8.� Papaver� rhoeas� L.� 개양귀비B 유럽 1 2

9.� Brassica� juncea� (L.)� Czern.� 갓CDE 아시아 5 1

10.�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ABCDG 북아메리카 5 3

11.� 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BF 유럽 3 1

12.� Trifolium� repens� L.� 토끼풀ABD 유럽 5 1

13.� Vicia� villosa� Roth�벳지F 유럽 2 3

14.�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CEF 북아메리카 5 1

15.�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가죽나무FG 아시아 5 1

16.�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BDG 북아메리카 5 1

17.� Ipomoea� purpurea� (L.)� Roth�둥근잎나팔꽃EF 열대아메리카 3 1

18.� Ipomoea� nil� (L.)� Roth�나팔꽃C 남아메리카 2 2

19.� Quamoclit� angulata� (Lam.)� Bojer� 둥근잎유홍초F 열대아메리카 3 1

20.� Veronica� arvensis� L.�선개불알풀ABCDE 유라시아 3 1

21.�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ACDFG 유라시아 5 2

22.� Achillea� millefolium� L.� 서양톱풀B 유럽 2 3

23.�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DG 남아메리카 4 3

24.�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F 남아메리카 2 1

25.�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ADG 북아메리카 5 1

26.�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BC 북아메리카 3 2

27.� Cosmos� sulphureus� Cav.� 노랑코스모스B 북아메리카 2 2

28.�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DE 북아메리카 5 1

29.� Erigeron� strigosus�Muhl.� ex�Willd.�주걱개망초BEG 유럽 2 3

30.�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털별꽃아재비G 열대아메리카 3 3

31.�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C 북아메리카 3 1

32.� Rudbeckia� bicolor� Nutt.�원추천인국BC 북아메리카 3 2

33.� Senecio� vulgaris� L.� 개쑥갓DE 유럽 5 1

34.�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EF 유럽 5 1

35.�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EG 유럽 3 1

36.�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 L.� Nesom�미국쑥부쟁이*AFG 북아메리카 4 3

37.� Tagetes�minuta� L.� 만수국아재비DG 남아메리카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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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식물은 무조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경

관과 식생의이질감을발생시키며, 주변으로 확산될시생태적

질과 생물종다양성은 저하된다. 따라서 귀화식물과 주변 환경

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본 지역은 도시숲 형태인 계림과 월

성, 지방하천인 남천과 인접해 있어 귀화식물의 이입, 확산의

가능성이있다. 우선이입은남천으로부터발생될가능성이있

는데, 하천은귀화식물의주생육공간이다. 즉, 하천은 환경 적

응력이 뛰어난 귀화식물의 주 생육공간이고, 이입, 발생, 확산

이 많이 발생된다(유주한, 2020b). 따라서 남천의 귀화식물이

경주교촌마을내로침입하여확산될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지역의 귀화식물이 주기적인 관리가 시행되는 계림

이나월성으로확산될가능성도있을것이다. 경주 교촌마을은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방문하여 간섭과 교란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외래종도 많이 식재되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 경관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방제, 예초 등의 정비가 되지만 다양한

귀화식물과 외래종이 침투할 경우 경관 저해가 예상되므로 이

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귀화식물의 생육지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나지 17분류군

(37.0%), 잔디밭 및 도로 각 16분류군(34.8%), 텃밭 15분류군

(32.6%), 화단 및 골목 각 13분류군(28.3%), 건물 10분류군

(21.7%)으로 나타나 나지 ＞ 잔디밭 및 도로 ＞ 텃밭 ＞ 화단

및골목＞ 건물순으로외래식물이많았다(표 3 참조). 나지는

교란과간섭으로인해훼손지역, 모래와같은폐골재가방치된

지역 및 쓰레기 집하장으로, 광조건이 좋고 건조한 상태를 하

였다. 즉, 환경교란에강한지역에서귀화식물의영향력이크다

(송종석과안상홍, 1999)고 하였다. 이는태양광선을두고경쟁

해야 될 목본성 식물이 나지에서는 간섭과 교란에 의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출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골목을 귀화식물 생육지로 포함시켰는데, 경주 교촌마

을의골목은전통문화를체험하고감상할수있어인기가높은

지역이고, 사진촬영지로도유명하다. 따라서골목은대표경관이

될수있기때문에유지관리가필요한부분이다. 이에돌담, 성

벽이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경우 전통경

관유지를위해귀화식물의관리를제안한바(노재현등, 2014),

본 지역도 역사경관의 유지를 위해서는 골목경관에 이질감을

형성하는 불필요한 귀화식물은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귀화도 4등급 이상, 이입시기 3기인 식물은 유럽점나도나물

(Cerastium glomeratum), 콩다닥냉이(Lepidium virginicum),
울산도깨비바늘(Bidens pilosa), 미국쑥부쟁이(Symphyotrichum
pilosum), 만수국아재비(Tagetes minuta), 큰이삭풀(Bromus
catharticus), 큰김의털(Festuca arundinacea) 7분류군이었다.

표 2. 계속

식물명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38.� Taraxacum� erythrospermum� Andrz.� ex� Besser� 붉은씨서양민들레A 유럽 3 3

39.� Taraxacum� officinale� F.� H.�Wigg.� 서양민들레AF 유럽 5 1

40.� Tragopogon� dubius� Scop.� 쇠채아재비A 유럽 2 3

41.� Bromus� catharticus� Vahl� 큰이삭풀ABF 남아메리카 4 3

42.� Bromus� tectorum� L.� 털빕새귀리DFG 유럽 3 2

43.�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FG 유럽 5 3

44.� Hordeum�murinum� L.� 보리풀FG 유라시아 1 3

45.� Poa� compressa� L.� 좀포아풀A 유럽 1 3

46.� Vulpia� myuros� (L.)� C.� C.� Gmel.� 들묵새ABE 유럽 4 2

A,�잔디밭;� B,�화단;� C,� 건물;� D,� 텃밭;� E,� 골목;� F,� 도로;� G,� 나지.
*� 생태계�교란식물.

표 3. 경주 교촌마을 내 귀화식물의 생육지별 현황

생육지
잔디밭

(조경수�식재지�포함)

화단

(가정정원�포함)

건물

(돌담�포함)
텃밭 골목 도로 나지

분류군수 16 13 10 15 13 16 17

비율 34.8% 28.3% 21.7% 32.6% 28.3% 34.8%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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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큰이삭풀과 큰김의털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개체수

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공통적인 생육지는 도로였다. 큰이삭풀

과큰김의털은사료용, 사방용으로 도입된식물로서척박한환

경에 잘 견디는 벼과 식물이다(국립수목원, 2017a). 본 지역도

척박한도로변에서다른식물보다왕성한생육을보였으며, 도

로를 따라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 제초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벼과 식물 근경의

물리적내성을발생시키며, 이들의 발아와생육에좋은조건이

형성되어 오히려 더 번성한다(김창환, 2019). 그러나 확산속도

가 빠른 외래식물을 방치하면 주변으로 이입되어 경관과 생태

계에부정적영향이발생된다. 따라서제거작업은실시하되, 제

거 후 화단을 조성하여 지피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이들 생육범

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외래식물의 우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생벨트를 조성하는

것이좋다(유주한 등, 2014)고 제시되어 이를도로변에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태계 교란식물은미국쑥부쟁이와귀화식물은아니지만최

근 지정된 환삼덩굴(Humulus scandens)을 포함시키면 2분류
군이다. 특히 환삼덩굴은 빠른 생장과 높은 밀도로 다른 식물

의 생육을 방해하므로 조경식재지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유주

한과김영훈, 2020)고 한바, 양호한식재경관을유지하기위해

서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경주 교촌마을 내 자연발생 및 인위적 식재에 의

한 관속식물상을 파악하여 향후 전통경관과 도시생태계의 유

지,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4회

의 현장조사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속식물상은 81과 193속 228종 2아종 11변종 6품종 4잡종 8

재배품종으로, 총 259분류군이 관찰되었으며, 양치식물은 2분

류군, 나자식물은 9분류군, 쌍자엽식물은 208분류군, 단자엽식

물은 40분류군이었다. 과별분류군분석결과, 국화과가 38분류

군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생육조건과 종자확산방

법에의한것이다. 즉, 국화과는본지역과같이광조건이좋은

곳을 선호하며, 종자를 물이나 바람에 의해 멀리 전파하는 풍

수산포형의 특징을 가져 주변에서 많은 식물이 이입되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조경식재종은 목본 77분류군, 초본 54분류군으로, 총 131분

류군이었으며, 주로 경관조성을 위해 광장, 정원, 돌담 주변에

식재되어 있었다. 특히 돌담 주변으로 자생식물인 병아리꽃나

무를 열식한 것은 전통경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좋은 식재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경식재종 중 외래종은 34

분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외래종은 경주 교촌마을과

주변 문화재와 이질감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통경

관과 역사성을 가진 지역의 조경식재종은 지역 환경, 경관과

조화되는재료를선정해야할것이며, 정원에서의 식재종도외

래종보다는자생식물을활용할 수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귀화식물은 46분류군이며, 원산지는 유럽,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기는 1기가 가장 많았고, 귀화도 4등급 이상 이입시기 3

기인 식물은 유럽점나도나물, 콩다닥냉이, 울산도깨비바늘, 미

국쑥부쟁이, 만수국아재비, 큰이삭풀, 큰김의털 7분류군이었다.

이들은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므로 생태적 관심이 요구되는

식물이다. 귀화식물의생육지는 나지＞ 잔디밭및 도로＞ 텃

밭＞ 화단및골목＞ 건물순으로나타나, 호광성이면서척박

한 환경을 선호하는 개척자 식물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미국쑥부쟁이, 환삼덩굴로 확인되었으며,

환삼덩굴은 돌담이나 조경식재지에서 생육범위와 세력을 확장

하고 있어 조속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와 관련 연구와의 공통적인 관점은 귀화식물이 전통

경관과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외래종의식재도심도있게고려해야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전

통마을, 문화재지정구역에서귀화식물의적극적인관리와함께

외래종보다는 자생종 위주의 조경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경주 교촌마을 내 관속식물상을 연구하는 자료로

서 유명한 관광지, 역사체험 등으로만 관심이 높은 지역을 생

태적 관점으로 진단한 것이므로 향후 전통마을의 생태적 중요

성, 특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경주 교촌마을이라는 특정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통마을의 특징을 대표하기

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전통마을, 전

통숲 등으로 연구를 확대한다면 좋은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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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경주 교촌마을의 관속식물상

학명-국명 학명-국명

1.� Equisetaceae�속새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14.� Nyctaginaceae�분꽃과

2.� Aspleniaceae�꼬리고사리과 Mirabilis� jalapa� L.�분꽃*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15.� Aizoaceae�번행초과

3.� Ginkgoaceae�은행나무과 Lampranthus� spectabilis� (Haw.)� N.� E.� Br.�송엽국*,**

Ginkgo� biloba� L.�은행나무* 16.� Portulacaceae�쇠비름과

4.� Pinaceae�소나무과 Portulaca� grandiflora� Hook.� 채송화*

Abies� holophylla�Maxim.� 전나무* Portulaca� oleraca� L.� 쇠비름

Pinus� densiflora� ‘Globosa’�소나무� ‘글로보사’* 17.� Caryophyllaceae�석죽과

Pinus� densiflora� Siebold�＆� Zucc.� 소나무*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

Pinus� parviflora� ‘Glauca� Nana’�섬잣나무� ‘글라우카�나나’* Cerastium� glomeratum� Thuill.� 유럽점나도나물

Pinus� thunbergii� parl.� 곰솔*
Cerastium� holosteoides� Fr.�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5.� Cupressaceae�측백나무과 Sagina� japonica� (Sw.)� Ohwi� 개미자리

Juniperus� chinensis� ‘Globosa’� 옥향*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6.� Taxaceae�주목과 18.� Chenopodiaceae�명아주과

Taxus� cuspidata� Siebold�＆� Zucc.� 주목*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7.� Juglandaceae�가래나무과 19.� Amaranthaceae�비름과

Juglans� regia� L.�호두나무* Achyranthes� bidentata� Blume�털쇠무릎

8.� Fagaceae�참나무과 Celosia� argentea� L.� var.� cristata� (L.)� Kuntze�맨드라미*․**
Castanea� crenata� Siebold�＆� Zucc.� 밤나무 Gomphrena� globosa� L.�천일홍*․**

9.� Ulmaceae�느릅나무과 20.�Magnoliaceae�목련과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Magnolia� denudata� Desr.�백목련*

Zelkova� serrata� (Thunb.)�Makino�느티나무*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10.�Moraceae�뽕나무과 21.� Lauraceae�녹나무과

Cudrania� tricuspidata� (Carrière)� Bureau� ex� Lavallée�꾸지뽕나무* Laurus� nobilis� L.� 월계수*․**
Ficus� carica� L.�무화과나무* 22.� Ranunculaceae�미나리아재비과

Morus� alba� L.�뽕나무 Adonis� multiflora� Nishikawa�＆� Koji� Ito� 세복수초*

11.� Cannabaceae�삼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Humulus� scandens� (Lour.)� Merr.�환삼덩굴 23.� Berberidaceae�매자나무과

12.� Polygonaceae�마디풀과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Fallopia� dentatoalata� (F.� Schmidt)� Holub�큰닭의덩굴 24.�Menispermaceae�방기과

Fallopia� dumetorum� (L.)� Holub�닭의덩굴 Cocculus� orbiculatus� (L.)� DC.�댕댕이덩굴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며느리배꼽 25.� Paeoniaceae�작약과

Polygonum� aviculare� L.�마디풀 Paeonia� lactiflora� Pall.� 작약*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Paeonia� ×� suffruticosa� Andrews�모란*

13.� Phytolaccaceae�자리공과 26.� Papaveraceae�양귀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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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idonium�majus� L.� subsp.� asiaticum� H.� Hara�애기똥풀 31.� Fabaceae�콩과

Papaver� rhoeas� L.� 개양귀비*,**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27.� Brassicaceae�십자화과 Arachis� hypogaea� L.� 땅콩

Brassica� juncea� (L.)� Czern.�갓 Cercis� chinensis� Bunge�박태기나무*

Brassica� napus� L.� 유채* Glycine�max� (L.)�Merr.� 콩

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Lour.)� Hanelt�배추 Styphnolobium� japonicum� (L.)� Schott� 회화나무*

Capsella� bursa-pastoris� (L.)�Medik.�냉이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Cardamine� fallax� (O.� E.� Schulz)� Nakai�좁쌀냉이 Vicia� angustifolia� L.� ex� Reichard�가는살갈퀴

Draba� nemorosa� L.�꽃다지 Vicia� hirsuta� (L.)� Gray�새완두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Vicia� villosa� Roth�벳지

28.� Crassulaceae�돌나물과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f.� alba� Rehder� ＆� E.� H.�Wilson�

흰등*

Kalanchoe� blossfeldiana� Poelln.�칼랑코에*,**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Orostachys� japonica� (Maxim.)� A.� Berger�바위솔 32.� Oxalidaceae�괭이밥과

Sedum� bulbiferum�Makino�말똥비름 Oxalis� articulata� Savigny�덩이괭이밥*,**

Sedum� sarmentosum� Bunge�돌나물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29.� Hydrangeaceae�수국과 Oxalis� dillenii� Jacq.� 들괭이밥

Hydrangea�macrophylla� (Thunb.)� Ser.�수국* 33.� Euphorbiaceae�대극과

30.� Rosaceae�장미과 Acalypha� australis� L.� 깨풀

Chaenomeles� lagenaria� (Loisel.)� Koidz.�명자꽃* Euphorbia� humifusa�Willd.� ex� Schltdl.� 땅빈대

Kerria� japonica� (L.)� DC.� 황매화* Euphorbia�marginata� Pursh�설악초*,**

Kerria� japonica� f.� pleniflora� (Witte)� Rehder�죽단화*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Potentilla� supina� L.�개소시랑개비 34.� Rutaceae�운향과

Prunus� ‘Kanzan’� 벚나무� ‘칸잔’* Poncirus� trifoliata� (L.)� Raf.� 탱자나무

Prunus� armeniaca� L.� 살구나무* 35.� Simaroubaceae�소태나무과

Prunus� glandulosa� f.� albiplena� Koehne�옥매*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Zucc.� 매실나무* 36.�Meliaceae�멀구슬나무과

Prunus� mume� ‘Beni-Chidori’� 매실나무� ‘베니치도리’* Toona� sinensis� (Juss.)�M.� Roem.�참죽나무

Prunus� tomentosa� Thunb.�앵도나무* 37.� Aceraceae�단풍나무과

Pseudocydonia� sinensis� (Thouin)� C.� K.� Schneid.� 모과나무* Acer� palmatum� ‘Oshio-Beni’�단풍나무� ‘오시오베니’*

Pyrus� pyrifolia� var.� culta� (Makino)� Nakai� 배나무* Acer� palmatum� Thunb.�단풍나무*

Rhodotypos� scandens� (Thunb.)� Makino�병아리꽃나무*
Acer� palmatum� var.� dissectum�Dissectum� Viride� Group�

공작단풍�디섹툼�비리데�그룹*

Rosa� multiflora� Thunb.�찔레꽃* 38.� Balsaminaceae�봉선화과

Rosa�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덩굴장미*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

Rosa� rugosa� Thunb.� 해당화* 39.� Aquifoliaceae�감탕나무과

Spiraea� prunifolia� Siebold�＆�Zucc.� f.� simpliciflora�Nakai�조팝나무* Ilex� cornuta� Lindl.� ＆� Paxton�호랑가시나무*

Spiraea� prunifolia� Siebold�＆� Zucc.� 만첩조팝나무* 40.� Celastraceae�노박덩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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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strus� flagellaris� Rupr.�푼지나무 Hedera� helix� L.� 아이비*,**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음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54.� Apiaceae�산형과

41.� Buxaceae�회양목과 Cryptotaenia� japonica� Hassk.�파드득나물

Buxus� sinica� (Rehder� ＆� E.� H.�Wilson)�M.� Cheng� var.�

koreana� (Nakai� ex� Reedder)� Q.� L.�Wang�회양목*
55.� Ericaceae�진달래과

42.� Rhamnaceae�갈매나무과 Rhododendron� ‘Palestrina’� 아잘레아� ‘팔레스트리나’*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대추나무* Rhododendron� japonicum� C.� K.� Schneid.� 홍철쭉*

43.� Vitaceae�포도과 Rhododendron�mucronulatum� Turcz.� 진달래*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Zucc.)� Planch.� 담쟁이덩굴* 56.� Ebebaceae�감나무과

44.�Malvaceae�아욱과 Diospyros� kaki� L.� f.� 감나무*

Althaea� rosea� (L.)� Cav.� 접시꽃* 57.� Oleaceae�물푸레나무과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45.� Sterculiaceae�벽오동과 Ligustrum� japonicum� Thunb.�광나무*

Firmiana� simplex� (L.)�W.�Wight� 벽오동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Zucc.�쥐똥나무*

46.� Flacourtiaceae�이나무과 Syringa� vulgaris� L.�라일락*

Idesia� polycarpa�Maxim.�이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이팝나무*

47.� Violaceae�제비꽃과 Jasminum� nudiflorum� Lindl.� 영춘화*

Viola� japonica� Langsd� ex� DC.� 왜제비꽃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Makino�금목서*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58.� Apocynaceae�협죽도과

Viola�mandshurica�W.� Becker� 제비꽃 Catharanthus� roseus� (L.)� G.� Don�일일초*,**

Viola� philippica� Cav.� 호제비꽃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박주가리

48.� Cucurbitaceae�박과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Zucc.)� Nakai� 마삭줄*

Cucurbita� moschata� Duchesne�호박 59.� Rubiaceae�꼭두서니과

Gynostemma� pentaphyllum� (Thunb.)� Makino�돌외 Galium� spurium� L.� 갈퀴덩굴

49.� Lythraceae�부처꽃과 Gardenia� jasminoides� J.� Ellis� 치자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Paederia� foetida� L.� 계요등

50.� Punicaceae�석류나무과 60.� Polemoniaceae�꽃고비과

Punica� granatum� L.�석류나무* Phlox� subulata� L.� 꽃잔디*,**

51.� Onagraceae�바늘꽃과 61.� Convolvulaceae�메꽃과

Gaura� lindheimeri� Engelm.�＆� A.� Gray�가우라*,** Calystegia� hederacea�Wall.�애기메꽃

Oenothera� biennis� L.�달맞이꽃 Ipomoea� purpurea� (L.)� Roth�둥근잎나팔꽃

Oenothera� speciosa� Nutt.� 분홍낮달맞이꽃*,** Ipomoea� nil� (L.)� Roth�나팔꽃

52.� Cornaceae�층층나무과 Quamoclit� angulata� (Lam.)� Bojer� 둥근잎유홍초

Cornus� officinalis� Siebold�＆� Zucc.� 산수유* 62.� Boraginaceae�지치과

53.� Araliaceae�두릅나무과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s.)� Benth.� ex� Baker� ＆� S.� Moore�

꽃마리

Fatsia� japonica� (Thunb.)� Decne.�＆� Planch.� 팔손이* 63.� Verbenaceae�마편초과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7 no. 1

4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1호(2021년 3월)� �

부록 1. 계속

학명-국명 학명-국명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Bidens� biternata� (Lour.)� Merr.� ＆� Sherff� ex� Sherff� 털도깨비바늘

64.� Lamiaceae�꿀풀과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Breea� segeta� (Bunge)� Kitam.�조뱅이

Leonurus� japonicus� Houtt.�익모초 Calendula� arvensis� (Vaill.)� L.� 금잔화*,**

Perilla� frutescens� (L.)� Britton� var.� crispa� (Thunb.)� H.� Deane�소엽 Chrysanthemum�morifolium� Ramat.� 국화*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k.)� H.� Hara�들깨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Physostegia� viriginiana� (L.)� Benth.�꽃범의꼬리*,**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Salvia� ×� jamensis� ‘Maraschino’� 체리세이지� ‘마라스키노’*,**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65.� Solanaceae�가지과 Cosmos� sulphureus� Cav.�노랑코스모스*,**

Capsicum� annuum� L.� 고추 Dahlia� pinnata� Cav.� 다알리아*,**

Lycium� chinense�Mill.� 구기자나무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Solanum�melongena� L.�가지 Erigeron� strigosus�Muhl.� ex�Willd.� 주걱개망초

Solanum� nigrum� L.� 까마중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털별꽃아재비

66.� Scrophulariaceae�현삼과 Helianthus� annuus� L.�해바라기*,**

Digitalis� purpurea� L.� 디기탈리스�푸르푸레아*,** Helianthus� salicifolius� A.� Dietr.� 애기해바라기*,**

Mazus� pumilus� (Burm.� f.)� Steenis�주름잎 Helianthus� tuberosus� L.�뚱딴지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Hemistepta� lyrata� (Bunge)� Bunge�지칭개

Veronica� persica� Poir.�큰개불알풀 Ixeris� chinensis� (Thunb.)� Nakai�노랑선씀바귀

67.� Bignoniaceae�능소화과 Lactuca� indica� L.�왕고들빼기

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능소화* Rudbeckia� bicolor� Nutt.� 원추천인국*,**

68.� Plantaginaceae�질경이과 Senecio� vulgaris� L.�개쑥갓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Plantago� depressa�Willd.� 털질경이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69.� Caprifoliaceae�인동과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 L.� Nesom�미국쑥부쟁이

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꽃댕강나무* Tagetes� minuta� L.�만수국아재비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Tagetes� patula� L.� 프렌치메리골드*,**

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Nakai)� Hara�불두화* Taraxacum� coreanum� Nakai�흰민들레

70.� Campanulaceae�초롱꽃과 Taraxacum� erythrospermum� Andrz.� ex� Besser�붉은씨서양민들레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Taraxacum�mongolicum�Hand.-Mazz.� 털민들레

Lobelia� cardinalis� L.� 붉은숫잔대*,** Taraxacum� officinale� F.� H.�Wigg.�서양민들레

Platycodon� grandiflorus� (Jacq.)� A.� DC.� 도라지* Tragopogon� dubius� Scop.� 쇠채아재비

71.� Asteraceae�국화과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Achillea�millefolium� L.�서양톱풀*,** Zinnia� elegans� Jacq.�백일홍*

Artemisia� indica�Willd.� 쑥 72.� Liliaceae�백합과

Aster� meyendorffii� (Regel�＆�Maack)� Voss� 개쑥부쟁이 Hemerocallis� fulva� (L.)� L.� f.� kwanso� (Regel)� Kitam.�왕원추리*

Aster� pseudoglehni� Y.� Lim,� J.� O.� Hyun�＆� H.� Shin�섬쑥부쟁이 Hosta� ‘Francee’� 비비추� ‘프란시’*,**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Hosta� plantaginea� (Lam.)� Asch.� 옥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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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학명-국명 학명-국명

Lilium� longiflorum� Thunb.�백합* Elymus� ciliaris� (Trin.� ex� Bunge)� Tzvelev� 속털개밀

Liriope� muscari� (Decne.)� L.� H.� Bailey� 맥문동*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그령

Polygonatum� odoratum� var.� phuriflorum� ‘Variegatum’�무늬둥굴레* Eragrostis�multicaulis� Steud.� 비노리

Tulipa� gesneriana� L.� 튤리파�게스네리아나*,**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

73.� Amaryllidaceae�수선화과 Hordeum�murinum� L.� 보리풀

Lycoris� radiata� (L’Hér.)� Herb.�석산* Hordeum� vulgare� L.� 보리

Narcissus� tazetta� L.�수선화* Muhlenbergia� capillaris� (Lam.)� Trin.� 핑크뮬리*,**

74.� Agavaceae�용설란과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Zucc.� 왕대*

Yucca� filamentosa� L.� 실유카*,** Phyllostachys� nigra� (Lodd.� ex� Lindl.)� Munro�오죽*

75.� Dioscoreaceae�마과 Pleioblastus� viridistriatus�Makino�노랑줄무늬사사*,**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Poa� annua� L.�새포아풀

76.� Iridaceae�붓꽃과 Poa� compressa� L.�좀포아풀

Iris� sanguinea� Donn� ex� Hornem.�붓꽃*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

Iris� ×� germanica� L.�독일붓꽃*,** Vulpia� myuros� (L.)� C.� C.� Gmel.�들묵새

77.� Commelinaceae�닭의장풀과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Commelina� communis� L.�닭의장풀 79.� Araceae�천남성과

Tradescantia� reflexa� Raf.�자주달개비*,** Pinellia� ternata� (Thunb.)� Makino�반하

78.� Poaceae�벼과 80.� Cyperaceae�사초과

Bromus� catharticus� Vahl� 큰이삭풀 Cyperus� amuricus�Maxim.� 방동사니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Bromus� tectorum� L.� 털빕새귀리 Pycreus� flavidus� (Retz.)� T.� Koyama�드렁방동사니

Digitaria� ciliaris� (Retz.)� Koeler� 바랭이 81.� Orchidaceae�난초과

Eleusine� indica� (L.)� Gaertn.�왕바랭이 Bletilla� striata� (Thunb.)� Rchb.� f.� 자란*

*� 식재종,� **� 외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