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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the basic data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landscapes and natural 
resources by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of Yongdamjeong in Gyeongju National Park, South Korea. The numbers 
of vascular plants were summarized as 292 taxa including 84 families, 201 genera, 263 species, 2 subspecies, 15 varieties, 
5 forms, 2 hybrids and 5 cultivars. The planted species were 45 taxa including Prunus ‘Kanzan’, Ilex cornuta, Juniperus 
chinensis ‘Globosa’, Chamaecyparis pisifera and so on. The rare plants were 5 taxa including Aristolochia contorta, 
Potentilla discolor, Trigonotis icumae, Aster fastigiatus and Iris odaesanensis. The Korean endemic plants were 4 taxa 
including Lespedeza maritima, Weigela subsessilis, Hemerocallis hakuunensis and so on.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15 taxa including 2 taxa of degree Ⅳ, 1 taxon of degree Ⅲ and 12 taxa of degree Ⅰ.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19 taxa including Cerastium glomeratum, Trifolium repens, Conyza canadensis and so on. The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was Symphyotrichum pilosum.

Key Words: Alien Plant, Natural Resource, Planted Species, Rare Pla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에 위치한 용담정의 관속식물상을 분석하여 자연경관과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속식물상은 84과 201속 263종 2아종 15변종 5품종 2잡종 5재배품종의 292분류군으로

요약되었으며, 식재종은 벚나무 ‘칸잔’, 호랑가시나무, 옥향, 화백 등 45분류군으로 나타났다. 희귀식물은 쥐방울덩굴, 
솜양지꽃, 덩굴꽃마리, 옹굿나물, 노랑무늬붓꽃 5분류군이었다. 한국특산식물은 해변싸리,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등

4분류군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15분류군으로, Ⅳ등급 2분류군, Ⅲ등급 1분류군, Ⅰ등급 12분류군이었다. 침입

외래식물은 유럽점나도나물, 토끼풀, 망초 등 19분류군이었으며, 생태계교란종은 미국쑥부쟁이 1분류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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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두 요소

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법제도로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오래된 제도이다(여은태, 2017). 이러한 국립공원

은 대부분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공존하고 경관이 수려

한 지역이며, 특히 생태적 의미에서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풍부한 생물종다양성을 가진 생물서식공간, 또는 국

토의 생태축으로서 기능을 하고, 다양한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의 장소로 이용된다. 즉,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여가, 휴양, 건

강, 교육 등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국

립공원이다(장진, 2021).

한국의 국립공원은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

하여 현재 22개소가 있으며, 국내 생물종의 45%, 국내 멸종위

기종의 65%가 서식, 분포하고, 국보 41건, 지정문화재 733건이

있어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이성훈 등, 2021). 국립

공원의 지정유형은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 내

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무등산, 태백산이 해당되는 산악형 국립공원

17개소,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와 같은 해

상․해안형 국립공원 4개소이며,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국립

공원 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이희원과 염성진, 2019).

이 중 본 연구가 진행된 경주국립공원은 국내 유일의 사적형

국립공원이나 실제 산지형과 해안형이 복합된 형태이다. 경주국

립공원은 8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문성주와 유주한, 2013),

토함산, 남산, 단석산, 구미산, 서악, 화랑, 소금강지구는 산지

형, 대본지구는 해안형의 성격을 가진다. 자연자원은 식물

1,121종을 포함하여 생물자원 4,943종, 국가지정문화재 56건(국

보 12건, 보물 27건, 사적 9건, 천연기념물 8건), 시도지정문화

재 22건(시도유형문화재 15건, 시도기념물 1건, 문화재자료 6

건)이 있다(국립공원공단, 2021). 이에 경주국립공원은 다수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경주역

사유적지구로도 지정되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 경주와 연관되는 것은 불국사, 첨성대, 남산

등 특정 문화재와 종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대상지인

용담정은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수려한 계곡경관, 가을철 단

풍이 아름답고 동학의 발상지로 경주의 숨겨진 명소이며, 경주

의 다른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경주 근교에서 보기 드물게

낙엽활엽수식생이계곡과주변산지를형성하여자연경관과생

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간섭과 교란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의 관속식물상 연구를 보면, 문화재지정구역(윤

정원 등, 2012), 남산․토함산․단석산(윤정원 등, 2013), 단석

산(유주한과권순영, 2017) 등이 있었으며, 용담정이 위치한 구

미산(유주한과권순영, 2015)도 연구가 진행된바있었다. 그러

나 대부분 산지 위주이며,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

였고, 구미산의 연구에서도 용담정 일대는 정밀하게조사가 진

행되지않아 생태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주국립

공원 구미산지구 내 위치한 천도교 성지인 용담정 일대의 관속

식물상을조사및분석하여 생물종다양성 관리와 보전, 관광자

원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용담정길 135이며, 경주

국립공원 구미산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탐방로 주차장과 탐방

지원센터가 함께 있다. 구미산지구는 구미산(594.4m)을 정상

으로 낙동정맥 상에 있으며, 면적은 6.09km2, 북위 35°53'04",

동경 129°08'10"에 있다(유주한과 권순영, 2015). 지형은 평균

해발고도 245.3m, 평균 경사도 24.7°, 현존식생은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 소나무-굴참나무군락, 잣

나무림, 상수리나무군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립공원관리

공단, 2017).

용담정은 구미산에서 북동방향에 형성된 계곡 하부에 입지

해 있다. 해발고도는 146∼220m이며, 북위 35°53'23", 동경

129°08'40"에 있다. 포덕문을 시점으로 최제우동상, 잔디밭, 수

도원을거쳐성화문, 사방댐을통과해 용담정과 용추각에 이르

며, 연장길이 약 570m이다. 용담정과 용추각은폭포와 계곡, 용

담교가 잘조화되어 경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잘 관리된 탐

방로및화백식재구간도 사진촬영명소이며, 구미산 탐방로의

종점이기도 하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조사는 2020년 3월 8일, 4월 29일, 10월 5일, 2021년 7월

11일에 걸쳐 4회 실시하였으며, 춘계, 하계, 추계가 모두 포함

되도록 하여 계절별로 출현하는 다양한 식물종이 관찰되도록

하였다. 조사범위는 포덕문부터 용추각까지 연결된 탐방로 주

변 계곡, 사면, 수도원 주변 텃밭, 잔디밭, 주차장이다(그림 1).

식물의 동정은 현장에서 가능한 종은 직접 야장에 기록하였

으며, 불가능한종은사진촬영후화상자료를통해동정하였고,

본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임을 감안하여 식물 훼손을 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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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하였다. 동정은 이창복(2003), 이영노(2006)의 문헌을

사용하였으며, 식물의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

수목원, 2017) 및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6)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동정이 완료된 식물종은 관속식물상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과내 학명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였다(부록 1). 그리고 이를

토대로 희귀식물(국립수목원, 2009), 한국특산식물(정규영등, 2

017),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국립생태원, 2018), 침입외래식물

(국립수목원, 2019), 생태계교란종(https://kias.nie.re.kr/home/

main/main.do)의 목록을 제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위적인 식재종은 생태적 의의가 없어 희귀식물, 한국특산식

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침입

외래식물의 경우 식재종은 자연생태계 내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분류군 현황

용담정 일대의 관속식물상은 84과 201속 263종 2아종 15변

종 5품종 2잡종 5재배품종의 292분류군이었으며, 양치식물은 6

과 6속 10종 1변종의 11분류군(3.8%), 나자식물은 4과 7속 6종

1변종 4재배품종의 11분류군(3.8%),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

은 67과 152속 199종 2아종 10변종 4품종 2잡종 1재배품종의

218분류군(74.7%), 단자엽식물은 7과 36속 48종 3변종 1품종

의 52분류군(17.8%)으로 나타났다(표 1). 분류군수가 많은 상

위 5개 과는 국화과 33분류군(11.3%), 벼과 23분류군(7.9%),

장미과 18분류군(6.2%), 콩과 14분류군(4.8%), 백합과 13분류

군(4.6%)으로, 전체 분류군의 34.6%에 해당되었다(표 2).

식재종은 46분류군(15.8%)으로, 입구 잔디밭, 탐방로와 수도

원, 용담정에서 대부분 관찰되었으며, 입구 잔디밭에는 벚나무

‘칸잔’(Prunus ‘Kanzan’), 호랑가시나무(Ilex cornuta), 오죽

(Phyllostachys nigra), 옥향(Juniperus chinensis ‘Globosa’) 등, 탐

방로주변은영산홍(Rhododendron indicum), 화백(Chamaecyparis
pisifera) 등, 수도원은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옥잠화

(Hosta plantaginea), 모란(Paeonia×suffruticosa), 일본삼색병

꽃나무(Weigela coraeensis) 등, 용담정은왕원추리(Hemerocallis

그림 1. 용담정 일대의 조사범위

표 1. 용담정 일대 관속식물의 분류군 현황

분류단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잡종 재배품종 소계

양치식물 � 6 � � 6 � 10 - 1 - - - � 11

나자식물 � 4 � � 7 � � 6 - � 1 - - 4 � 11

피자식물 74 188 247 2 13 5 2 1 270

쌍자엽식물 67 152 199 2 10 4 2 1 218

단자엽식물 � 7 � 36 � 48 - � 3 1 - - � 52

합계 84 201 263 2 15 5 2 5 292

표 2. 용담정 일대의 상위 5개 과 분류군 현황

과명 분류군수 비율 과명 분류군수 비율

1.�국화과 33 11.3% 4.�콩과 � 14 � 4.8%

2.�벼과 23 � 7.9% 5.�백합과 � 13 � 4.6%

3.�장미과 18 � 6.2% 6.�기타 191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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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va f. kwanso), 송엽국(Lampranthus spectabilis), 자주달개

비(Tradescantia spathacea),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국립공원 내임에도 불구하

고, 송엽국, 끈끈이대나물(Silene armeria), 자주달개비 등 외래

식물이식재되어주변으로생육범위가확대될경우자연경관및

식생의 이질화가될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래식물의 식재는 주

변 경관을 이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공간, 전통경관공간은

자생식물을 활용한 식재를 제안하였다(유주한 등, 2021). 이에

외래식물의 식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본은 대부분 오

랜시간 정착하여하나의고유경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외

래초본식물의식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수도원주변

은다수종이식재되어있으므로자생식물로의대체가필요하다.

그리고 용담정이 위치한 구미산 일대 관속식물상은 476분류

군이며(유주한과 권순영, 2015), 이 중 용담정 일대에서 신규로

확인된식물은94분류군으로, 전체 292분류군의약32.2%에해당

된다. 또한 신규로 확인된 식물에서 식재종은 46분류군(48.9%),

자생종은 48분류군(51.1%)으로, 자생종이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특이하게도 식재종은 모두 본 연구에서만 신규로 확인

된 종이었다(표 3). 이는 과거연구에서 구미산 내 용담정이 위

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본 연구를 통해서 분류군수가 증가함과 아울러 신규로 식물이

확인되어 생태계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희귀식물

희귀식물은5분류군으로, 약관심종(LC)은쥐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 솜양지꽃(Potentilla discolor), 덩굴꽃마리(Trigonotis
icumae) 3분류군, 취약종(VU)은 옹굿나물(Aster fastigiatus),
노랑무늬붓꽃(Iris odaesanensis) 2분류군이 확인되었다(표 4).

생육지의 경우, 쥐방울덩굴과 노랑무늬붓꽃은 숲 가장자리,

솜양지꽃과 옹굿나물은 잔디밭, 덩굴꽃마리는 계곡에서 관찰되

었는데, 잔디밭은 출입이많이없고 전형적인 초지식생의모습

을 보였다. 그리고 솜양지꽃, 옹굿나물을 포함하여 제비꿀

(Thesium chinense), 미나리아재비(Ranunculus japonicus), 큰
구슬붕이(Gentiana zollingeri), 구슬붕이(Gentiana squarrosa),
양지꽃(Potentilla fragarioides), 세잎양지꽃(Potentilla freyniana),
조개나물(Ajuga multiflora), 솜방망이(Tephroseris kirilowii)
등 다양한 식물이 단독또는 군락으로 출현하여 야생화애호가

들의 사진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따라서 잔디(Zoysia japonica) 단일종만으로 조성된 공간도

필요하지만, 자연환경 내 잔디밭은 야생화 등 주변 식생이 이

입된 상태가 생태적, 경관적으로 양호한 면을 나타내었다. 즉,

초지내 야생화는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조화될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생

물의 개체수도 증가하여 공익적 기능이 많아진다(김득수 등,

2001)고 하여 잔디밭조성 시 야생화와혼생할 수 있는 식재기

술, 설계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희귀식물 중 등급이 높고 개체수가 많이 관찰된 노랑무늬붓

꽃은 과거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이었으나, 많은 개체수가 확

인되어 현재 해제된 상태이고 희귀식물로만 지정되어 있다. 이

식물은 산정, 계곡, 능선 등 다양한 지형과 수분스트레스 폭이

넓어 환경적응력이 좋지만 관상용으로 인한 남획으로 자생지

의 파괴와 감소, 근친교배에 의한 유전변이의 상실, 근경으로

번식하는 주변종과의 약한 경쟁력으로 절멸 위협에 처해 있다

(천경식 등, 2010). 본 지역의 경우, 특이한 위협요인은 관찰되

지 않았지만 주변의 식생천이나 환경변화로 인해 감소할 가능

성이 높아 개체군 동태를 주기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개화된 개체군은 주변에 조성되는 수운기념관의 교육프

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3.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규 확인종수 현황

구분
신규�확인종*

(A)

식재종

(B)

자생종

(C=A—B)

분류군수 94 46 48

비율 100.0% 48.9% 51.1%

*� 신규� 확인종은�유주한과�권순영(2015)의� 연구결과를�토대로�분석된�

것임.

표 4. 용담정 일대에서 확인된 희귀식물

식물명 생육지 보전등급

1.� Aristolochia� contorta� Bunge�쥐방울덩굴 숲�가장자리 약관심종(LC)

2.� Potentilla� discolor� Bunge�솜양지꽃 잔디밭 약관심종(LC)

3.� Trigonotis� icumae� (Maxim.)� Makino�덩굴꽃마리 계곡 약관심종(LC)

4.� Aster� fastigiatus� Fisch.�옹굿나물 잔디밭 취약종(VU)

5.� Iris� odaesanensis� Y.� N.� Lee�노랑무늬붓꽃 숲�가장자리 취약종(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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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특산식물

한국특산식물은 해변싸리(Lespedeza maritima),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백운산원추리(Hemerocallis hakuunensis),
노랑무늬붓꽃 4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해변싸리, 병꽃나무는

연속적으로 출현한 반면, 백운산원추리, 노랑무늬붓꽃은 불연

속적으로 출현하였다(표 5; 그림 2).

이 중 백운산원추리는 한국 중남부의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

서 생육하며, 한반도에서 가장 분포역이넓은 일반종으로, 흔히

‘원추리’라 일컫는다(황용과 김무열, 2012). 원추리 종류는 화

색이 좋고 관상가치가 높으나 대부분 외래식물인 왕원추리가

정원소재로 활용되므로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백운산원추리와 같은 한국특산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특산식물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진화

해 온 독특한 식물로서, 한반도의 식물상 특성 규명에 중요한

자료이며,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유의 생물자원이기 때문에 국

가적인 보전이필요하다(손성원 등, 2013; 손호준 등, 2016). 따

라서앞서언급한바와같이희귀식물과한국특산식물은국가와

지역의 중요 생물자원이며, 자연자원의핵심이 되므로우선적으

표 5. 용담정 일대에서 확인된 한국특산식물

식물명 생육지 분포형태

1.� Lespedeza� maritima� Nakai�해변싸리 사면 연속

2.�Weigela� subsessilis� (Nakai)� L.� H.� Bailey� 병꽃나무 계곡,�사면 연속

3.�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숲�가장자리 불연속

4.� Iris� odaesanensis� Y.� N.� Lee�노랑무늬붓꽃 숲�가장자리 불연속

a.�해변싸리(Lespedeza�maritima) b.�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c.� 백운산원추리(Hemerocallis� hakuunensis) d.� 노랑무늬붓꽃(Iris� odaesanensis)

그림 2. 용담정 일대에서 확인된 한국특산식물의 개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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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전하되, 개발과 이용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15분류군으로, Ⅳ등급은등(Wisteria
florinunda), 노랑무늬붓꽃 2분류군, Ⅲ등급은 왕팽나무(Celtis
koraiensis) 1분류군, Ⅰ등급은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연복초(Adoxa
moschatellina), 초롱꽃(Campanula punctata) 등 12분류군이

며, 생육지의 경우숲가장자리 7분류군(46.7%), 사면 5분류군

(33.3%), 계곡 3분류군(20.0%)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3).

식물지리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Ⅳ등급 이상은 등, 노랑무늬

붓꽃, 왕팽나무 3분류군이었으며, 모두 숲 가장자리에서 생육

하였다. 숲 가장자리는숲내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의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며, 다른 환경조건이 만나는 전이대

또는추이대로 종다양성과물질생산량이높다(오구균등, 1988).

즉, 숲 가장자리는 산림생태계에서 생물종의 급원으로서 역할

과 생물종다양성 발생의 원천이 되므로 중요한 환경이다.

이에 본 지역의 숲 가장자리는 식물지리학적 가치와 생태적

특이성이 높은 식물이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숲내부와의 전이

대 기능을 하고 있어숲 가장자리 식생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

러나 숲 가장자리의 증가는 산림 개발에 의해 생태계 변화와

관련되며, 외래종의 침입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있다(성선용

등, 2015). 대부분숲가장자리는 용담정 내 시설조성 시 형성

된 것이나, 무분별한훼손은 발생되지않았다. 하지만 광조건이

좋아 침입 외래식물의 이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항상 고려해

야 할 것이다.

5. 침입외래식물

침입외래식물은 유럽점나도나물(Cerastium glomeratum),
망초(Conyza canadensis),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좀포아풀(Poa compressa) 등 19분류군이었으며, 모두 귀화식

물로 나타났고, 이 중 미국쑥부쟁이(Symphyotrichum pilosum)
는 생태계교란종이었다. 그리고 확산등급의 경우, 잠재적 확산

(PS)은 없었으며, 경미한 확산(MS)은 5분류군(26.3%), 우려

되는 확산(CS)과 심각한 확산(SS)은 각 2분류군(10.5%), 광

범위한 확산(WS)은 10분류군(52.6%)이었다(표 7). 이 중 끈

끈이대나물은 수도원, 자주달개비는 용담정 주변에서 식재되어

있었다.

특히 끈끈이대나물은 종자발아력이 좋고 확산속도가 빨라

주변 식생으로 침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우수한 자연환경

에서 외래식물의 식재는 식생과 경관을 교란, 변형시킬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사용 시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다양

한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빠른 생장속도, 증식의 용이성으

로 자연생태계에서 정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길지현과 김

표 6. 용담정 일대에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명 등급 생육지

1.�Wisteria� florinunda� (Willd.)� DC.� 등
Ⅳ

숲�가장자리

2.� Iris� odaesanensis� Y.� N.� Lee�노랑무늬붓꽃 숲�가장자리

3.� Celtis� koraiensis� Nakai�왕팽나무 Ⅲ 숲�가장자리

4.� Ulmus� davidiana� Planch.� ex� DC.� var.� japonica� (Rehder)� Nakai�느릅나무

Ⅰ

숲�가장자리

5.� Lindera� erythrocarpa�Makino�비목나무 사면

6.� Lindera� glauca� (Siebold�＆� Zucc.)� Blume�감태나무 사면

7.� Aconitum� jaluense� Kom.�투구꽃 사면

8.� Hepatica� asiatica� Nakai�노루귀 사면

9.� Aristolochia� contorta� Bunge�쥐방울덩굴 숲�가장자리

10.� Lespedeza� maritima� Nakai�해변싸리 사면

11.�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계곡

12.� Paederia� foetida� L.�계요등 숲�가장자리

13.� Trigonotis� icumae� (Maxim.)� Makino�덩굴꽃마리 계곡

14.� Adoxa�moschatellina� L.� 연복초 계곡

15.� Campanula� punctata� Lam.�초롱꽃 숲�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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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2014). 이에 자연환경 내 외래식물의 식재를 금지하는 것

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자생식

물을 식재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침입외래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교란뿐만 아니

라, 정비사업, 도로에 의한 종자 유입과확산, 관광객에 의한 교

란 등에 영향을 받는다(추연수 등, 2020). 또한 지속적인 인간

의 간섭이 외래식물의 분포에영향을 미치며, 급속적인확산과

생물종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에 문제를 유발한다(정태준

등, 2013). 따라서 경내 정화활동 시 생태계교란종을 포함하여

침입외래식물의 제거가 필요하며, 국립공원공단의 자연자원모

니터링 또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 구미산지구에 있는 천도교 성지이

면서 경관이 수려한 용담정 일대의 자연및경관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관속식물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관속식물상의 분류군 현황은 84과 201속 263종 2아종 15변종 5

품종 2잡종 5재배품종의 292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6과 11분

류군, 나자식물은 4과 11분류군, 쌍자엽식물은 67과 218분류군,

단자엽식물은 7과 52분류군이었다.

희귀식물은 쥐방울덩굴(약관심종), 솜양지꽃(약관심종), 덩

굴꽃마리(약관심종), 옹굿나물(취약종), 노랑무늬붓꽃(취약종)

5분류군이 관찰되었으며, 한국특산식물은 해변싸리,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노랑무늬붓꽃 4분류군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

정식물은 Ⅳ등급 2분류군, Ⅲ등급 1분류군, Ⅰ등급 12분류군으

로, 총 15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침입외래식물은 19분류군이며,

확산등급은 경미한 확산(MS) 5분류군, 우려되는 확산(CS)과

심각한확산(SS)은각 2분류군, 광범위한확산(WS)은 10분류

군(52.6%)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교란종은 미국쑥부쟁이 1분

류군이 확인되었다.

용담정 일대의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외래식물의 식재이다. 외래식물은 침입외래식

물뿐만 아니라, 1876년개항이전에 국내에 유입되어 토착화된

사전귀화식물도 포함된다. 물론사전귀화식물은 이미 오래전부

a.�투구꽃(Aconitum� jaluense) b.� 노루귀(Hepatica� asiatica)

c.�노랑물봉선(Impatiens� noli-tangere) d.�연복초(Adoxa�moschatellina)

그림 3. 용담정 일대에서 확인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개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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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통공간에서 사용되어 자생식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침입외래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국내에 유입

되어 야생화된 식물로, 흔히 귀화식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생태계 내 유입될경우, 경관과 식생에 부정적영향을 미치

는데, 본 지역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외래식물의 식재는 의도와 달리 부정

적영향을 발생시킬수 있기 때문에 자생식물로 대체하여 식재

해야 할 것이며, 최근 화훼식물을 포함하여 외래식물을 무분별

하게 식재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전과 활용이다. 우선

희귀식물 중 등급이 높은 노랑무늬붓꽃은 꽃의 관상가치가 높

아훼손위협에상시노출되어있다. 따라서현지내및외보전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숲가장자리를 포함하여 주요

자생지는 경관자원으로 활용하여 상시 보전과 관리가될수 있

도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옹굿나물이 생육하는 잔디밭은 다양

한 야생화들이 개화하여 경관적, 생태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

지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혼생하는 경관, 개체군 구조 등을 지

속적으로 연구하여 잔디밭 내 야생화 식재기법, 식재재료 등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용담정 일대의 관속식물상을 계절, 지형 등 다양

한 요소를 고려한 조사 자료로 향후 국립공원 및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러나 용담정 일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미산의 관속식물상과

연계가 부족한 면이 있고, 조경식물의 상세한 특성 분석이 없

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공원 조사격자를 적용한 연구와 함께 식생정보와 종

합할 수 있는 정밀 생태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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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담정 일대의 관속식물상

학명-식물명 학명-식물명

1.� Equisetaceae�속새과 Carpinus� cordata� Blume�까치박달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난티잎개암나무

2.� Ophioglossaceae�고사리삼과 Corylus� sieboldiana� Blume�참개암나무

Botrychium� ternatum� (Thunb.)� Sw.�고사리삼 13.� Fagaceae�참나무과

3.� Dennstaedtiaceae�잔고사리과 Castanea� crenata� Siebold�＆� Zucc.� 밤나무

Pteridium�aquilinum� (L.)�Kuhn�var.� latiusculum� (Desv.)�Unerw.�ex�

A.Heller�고사리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4.� Aspleniaceae�꼬리고사리과 Quercus� aliena� Blume�갈참나무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Quercus� serrata�Murray�졸참나무

Asplenium� ruprechtii� Sa.Kurata�거미고사리** Quercus� variabilis� Blume�굴참나무

5.� Athyriaceae�개고사리과 14.� Ulmaceae�느릅나무과

Athyrium� brevifrons� Nakai� ex� Kitag.� 참새발고사리** Celtis� koraiensis� Nakai� 왕팽나무**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개고사리 Ulmus�davidiana�Planch.�ex�DC.�var.�japonica�(Rehder)�Nakai�느릅나무

Athyrium� yokoscense� (Franch.�＆� Sav.)� Christ� 뱀고사리 Zelkova� serrata� (Thunb.)� Makino�느티나무

6.� Dryopteridaceae�관중과 15.�Moraceae�뽕나무과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 Ficus� carica� L.� 무화과나무*,**

Dryopteris� lacera� (Thunb.)� Kuntze�비늘고사리 Morus� australis� Poir.� 산뽕나무

Dryopteris� setosa� (Thunb.)� Akasawa�산족제비고사리 16.� Urticaceae�쐐기풀과

7.� Ginkgoaceae�은행나무과 Boehmeria� platanifolia� (Franch.�＆� Sav.)� C.� H.�Wright� 개모시풀

Ginkgo� biloba� L.�은행나무*,**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좀깨잎나무

8.� Pinaceae�소나무과 Pilea� pumila� (L.)� A.� Gray�모시물통이

Cedrus� deodara� (Roxb.� ex� D.� Don)� G.� Don�개잎갈나무*,** 17.� Santalaceae�단향과

Larix� kaempferi� (Lamb.)� Carrière� 일본잎갈나무 Thesium� chinense� Turcz.� 제비꿀**

Pinus� densiflora� ‘Globosa’�소나무� ‘글로보사’*,** 18.� Polygonaceae�마디풀과

Pinus� densiflora� Siebold�＆� Zucc.� 소나무 Fallopia� dumetorum� (L.)� Holub�닭의덩굴

Pinus� thunbergii� parl.� 곰솔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T.� Mori� 이삭여뀌

9.� Cupressaceae�측백나무과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Chamaecyparis� pisifera� (Siebold�＆� Zucc.)� Endl.�화백*,** Persicaria� posumbu� (Buch.-Ham.� ex� D.� Don)� H.� Gross� 장대여뀌

Juniperus� chinensis� ‘Globosa’� 옥향*,** Persicaria� senticosa� (Meisn.)� H.� 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Juniperus� chinensis� ‘Kaizuka’� 가이즈카향나무*,**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Zucc.)� H.Gross� 고마리

Juniperus� chinensis� L.� var.� sargentii� A.� Henry� 눈향나무*,** 19.� Aizoaceae�번행초과

10.� Taxaceae�주목과 Lampranthus� spectabilis� (Haw.)� N.� E.� Br.�송엽국*,**

Taxus� cuspidata� ‘Densiformis’�주목� ‘덴시포르미스’*,** 20.� Caryophyllaceae�석죽과

11.� Juglandaceae�가래나무과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

Platycarya� strobilacea� Siebold�＆� Zucc.� 굴피나무 Cerastium� glomeratum� Thuill.� 유럽점나도나물**

12.� Betulaceae�자작나무과
Cerastium� holosteoides� Fr.�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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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개별꽃 Corydalis� speciosa�Maxim.�산괴불주머니

Sagina� japonica� (Sw.)� Ohwi� 개미자리** 31.� Brassicaceae�십자화과

Silene� armeria� L.�끈끈이대나물*,**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k.� 냉이

Silene� firma� Siebold�＆� Zucc.� 장구채 Cardamine� fallax� (O.� E.� Schulz)� Nakai� 좁쌀냉이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Cardamine� flexuosa�With.� 황새냉이

Stellaria� media� (L.)� Vill.�별꽃 Cardamine� leucantha� (Tausch)� O.� E.� Schulz� 미나리냉이

21.� Amaranthaceae�비름과 Draba� nemorosa� L.� 꽃다지

Achyranthes� bidentata� Blume�털쇠무릎** 32.� Crassulaceae�돌나물과

22.�Magnoliaceae�목련과 Phedimus� kamtschaticus� (Fisch.� ＆� C.� A.� Mey)� ‘t� Hart� 기린초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Sedum� sarmentosum� Bunge�돌나물

Magnolia� liliiflora� Desr.�자목련*,** 33.� Saxifragaceae�범의귀과

23.� Lauraceae�녹나무과 Astilbe� chinensis� (Maxim.)� Franch.� ＆� Sav.� 노루오줌

Lindera� erythrocarpa�Makino�비목나무 34.� Hydrangeaceae�수국과

Lindera� glauca� (Siebold�＆� Zucc.)� Blume�감태나무 Philadelphus� tenuifolius� Rupr.� 얇은잎고광나무**

Lindera� obtusiloba� Blume�생강나무 35.� Rosaceae�장미과

24.� Ranunculaceae�미나리아재비과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Aconitum� jaluense� Kom.�투구꽃 Duchesnea� indica� (Andrews)� Focke�뱀딸기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Kerria� japonica� f.� pleniflora� (Witte)� Rehder� 죽단화*,**

Hepatica� asiatica� Nakai� 노루귀 Potentilla� discolor� Bunge�솜양지꽃

Ranunculus� japonicus� Thunb.� 미나리아재비 Potentilla� fragarioides� L.�양지꽃

Thalictrumminus� (Pamp.)� Pamp.� var.� hypoleucum�

(Siebold�＆� Zucc.)� Miq.� 좀꿩의다리**
Potentilla� freyniana� Bornm.�세잎양지꽃

25.� Berberidaceae�매자나무과 Prunus� ‘Kanzan’�벚나무� ‘칸잔’*,**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Prunus� ×� yedoensis�Matsum.�왕벚나무*,**

26.� Lardizabalaceae�으름덩굴과 Prunus�mume� (Siebold)� Siebold�＆� Zucc.�매실나무*,**

Akebia� quinata� (Houtt.)� Decne.� 으름덩굴 Prunus� persica� (L.)� Stokes� 복사나무

27.� Aristolochiaceae�쥐방울덩굴과 Prunus�serrulata�Lindl.�var.�pubescens�(Makino)�Nakai�잔털벚나무**

Aristolochia� contorta� Bunge�쥐방울덩굴 Prunus� tomentosa� Thunb.� 앵도나무*,**

Asarum� sieboldii� Miq.� 족도리풀 Rosa�multiflora� Thunb.� 찔레꽃

28.� Paeoniaceae�작약과 Rosa�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덩굴장미*,**

Paeonia� ×� suffruticosa� Andrews�모란*,** Rubus� crataegifolius� Bunge�산딸기

29.� Clusiaceae�물레나물과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 Rubus� pungens� Cambess.� 줄딸기

30.� Papaveraceae�양귀비과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Chelidonium�majus� L.� subsp.� asiaticum� H.� Hara�애기똥풀 36.� Fabaceae�콩과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Zucc.� 염주괴불주머니**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Corydalis� remota� Fisch.� ex�Maxim.� 현호색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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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hicarpaea� bracteata� (L.)� Fernald� subsp.� edgeworthii� (Benth.)

H.� Ohashi�새콩**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화살나무

Cercis� chinensis� Bunge�박태기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사철나무*,**

Hylodesmum� podocarpum� (DC.)� H.� Ohashi�＆� R.� R.� Mill�

개도둑놈의갈고리
Euonymus� oxyphyllus�Miq.� 참회나무**

Kummerowia� stipulacea� (Maxim.)� Makino�둥근매듭풀** 45.� Buxaceae�회양목과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Buxus� sinica� (Rehder� ＆� E.� H.�Wilson)�M.� Cheng� var.� koreana�

(Nakai� ex� Rehder)� Q.� L.�Wang�회양목*,**

Lespedeza� maritima� Nakai�해변싸리 46.� Rhamnaceae�갈매나무과

Lespedeza� maximowiczii� C.� K.� Schneid.�조록싸리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대추나무*,**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47.� Vitaceae�포도과

Sophora� flavescens� Aiton�고삼 Ampelopsis� heterophylla� (Thunb.)� Siebold�＆� Zucc.�개머루

Trifolium� repens� L.�토끼풀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Zucc.)� Planch.� 담쟁이덩굴

Vicia� unijuga� A.� Braun�나비나물 Vitis� flexuosa� Thunb.�새머루

Wisteria� florinunda� (Willd.)� DC.� 등 48.� Tiliaceae�피나무과

37.� Oxalidaceae�괭이밥과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수까치깨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49.�Malvaceae�아욱과

38.� Euphorbiaceae�대극과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Acalypha� australis� L.�깨풀 50.� Violaceae�제비꽃과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Viola� acuminata� Ledeb.�졸방제비꽃

39.� Rutaceae�운향과
Viola� albida� Palib.� var.� chaerophylloides� (Regel)� F.�Maek.� ex�

H.� Hara�남산제비꽃

Tetradium� daniellii� (Benn.)� T.� G.� Hartley� 쉬나무** Viola� arcuata� Blume�콩제비꽃

Zanthoxylum� schinifolium� Siebold�＆� Zucc.� 산초나무 Viola� keiskei� Miq.� 잔털제비꽃

40.� Anacardiaceae�옻나무과 Viola� lactiflora� Nakai�흰젖제비꽃

Rhus� chinensis�Mill.� 붉나무 Viola� mandshurica�W.� Becker�제비꽃

41.� Aceraceae�단풍나무과 51.� Lythraceae�부처꽃과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당단풍나무 52.� Onagraceae�바늘꽃과

42.� Balsaminaceae�봉선화과 Circaea�mollis� Siebold�＆� Zucc.� 털이슬**

Impatiens� balsamina� L.�봉선화*,**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Oenothera� speciosa� Nutt.� 분홍낮달맞이꽃*,**

Impatiens� textorii� Miq.� 물봉선 53.� Cornaceae�층층나무과

43.� Aquifoliaceae�감탕나무과 Aucuba� japonica� f.� variegata� (Dombrain)� Rehder�금식나무*,**

Ilex� cornuta� Lindl.�＆� Paxton�호랑가시나무*,** 54.� Araliaceae�두릅나무과

44.� Celastraceae�노박덩굴과 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팔손이*,**

Celastrus� flagellaris� Rupr.�푼지나무 55.� Apiaceae�산형과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f.� ciliato-dentatus�

(Franch.�＆� Sav.)� Hiyama�회잎나무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Sav.� 바디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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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ca� polymorpha�Maxim.� 궁궁이 66.� Boraginaceae�지치과

Ostericum� sieboldii� (Miq.)� Nakai� 묏미나리 Bothriospermum�tenellum�(Hornem.)�Fisch.�＆�C.�A.�Mey.�꽃받이**

Sanicula� chinensis� Bunge�참반디 Trigonotis� icumae� (Maxim.)�Makino�덩굴꽃마리

56.� Ericaceae�진달래과 Trigonotis�peduncularis�(Trevis.)�Benth.�ex�Baker�＆�S.�Moore�꽃마리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67.� Verbenaceae�마편초과

Rhododendron�mucronulatum� Turcz.�진달래 Callicarpa� japonica� Thunb.�작살나무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 68.� Lamiaceae�꿀풀과

Rhododendron� yedoense�Maxim.� f.� poukhanense� (H.� Lév.)�

Sugim.� ex� T.� Yamaz.� 산철쭉
Ajuga�multiflora� Bunge�조개나물

57.� Primulaceae�앵초과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Androsace� umbellata� (Lour.)�Merr.� 봄맞이** Isodon� inflexus� (Thunb.)� Kudô�산박하

58.� Ebenaceae�감나무과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Diospyros� kaki� L.� f.� 감나무*,**�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Maxim.�쥐깨풀**

Diospyros� lotus� L.�고욤나무 Phlomis� umbrosa� Turcz.� 속단

59.� Styracaceae�때죽나무과 Scutellaria� indica� L.�골무꽃

Styrax� japonicus� Siebold�＆� Zucc.�때죽나무 69.� Scrophulariaceae�현삼과

Styrax� obassis� Siebold�＆� Zucc.� 쪽동백나무 Mazus� pumilus� (Burm.� f.)� Steenis� 주름잎

60.� Oleaceae�물푸레나무과 Phtheirospermum� japonicum� (Thunb.)� Kanitz� 나도송이풀**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개나리*,**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Fraxinus� rhynchophylla� Hance�물푸레나무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Zucc.� 쥐똥나무 70.� Bignoniaceae�능소화과

Syringa� vulgaris� L.� 라일락*,** 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능소화*,**

61.� Gentianaceae�용담과 71.� Acanthaceae�쥐꼬리망초과

Gentiana� squarrosa� Ledeb.�구슬붕이**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Gentiana� zollingeri� Fawc.�큰구슬붕이** 72.� Phrymaceae�파리풀과

62.� Apocynaceae�협죽도과 Phryma� leptostachya� L.� var.� oblongifolia� (Koidz.)� Honda�파리풀

Cynanchum�wilfordii� (Maxim.)� Hemsl.� 큰조롱** 73.� Plantaginaceae�질경이과

Metaplexis� japonica� (Thunb.)�Makino�박주가리** Plantago� asiatica� L.�질경이

63.� Rubiaceae�꼭두서니과 74.� Caprifoliaceae�인동과

Galium� spurium� L.� 갈퀴덩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올괴불나무

Paederia� foetida� L.�계요등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Rubia� cordifolia� L.�갈퀴꼭두서니** Weigela� coraeensis� Thunb.� 일본삼색병꽃나무*,**

64.� Polemoniaceae�꽃고비과 Weigela� subsessilis� (Nakai)� L.� H.� Bailey� 병꽃나무

Phlox� subulata� L.� 꽃잔디*,** 75.� Adoxaceae�연복초과

65.� Convolvulaceae�메꽃과 Adoxa�moschatellina� L.�연복초

Calystegia� pubescens� Lindl.� 메꽃 76.� Campanulaceae�초롱꽃과

Ipomoea� purpurea� (L.)� Roth�둥근잎나팔꽃** Adenophora� triphylla� (Thunb.)� A.� DC.�층층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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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nula� punctata� Lam.�초롱꽃** Disporum� smilacinum� A.� Gray�애기나리

77.� Asteraceae�국화과 Hemerocallis� fulva� (L.)� L.� f.� kwanso� (Regel)� Kitam.�왕원추리*,**

Artemisia� indica�Willd.� 쑥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백운산원추리**

Artemisia� keiskeana�Miq.�맑은대쑥 Hosta� plantaginea� (Lam.)� Asch.� 옥잠화*,**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넓은잎외잎쑥 Lilium� lancifolium� Thunb.�참나리**

Aster� ageratoides� Turcz.�까실쑥부쟁이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Aster� fastigiatus� Fisch.� 옹굿나물** Liriope�muscari� (Decne.)� L.� H.� Bailey� 맥문동

Aster� scaber� Thunb.� 참취 Liriope� spicata� (Thunb.)� Lour.� 개맥문동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Polygonatum� inflatum� Kom.�퉁둥굴레

Bidens� biternata� (Lour.)�Merr.� ＆� Sherff� ex� Sherff� 털도깨비바늘**
Polygonatum�odoratum�(Mill.)�Druce�var.�pluriflorum�(Miq.)�Ohwi�

둥굴레

Carpesium� cernuum� L.� 좀담배풀** Smilax� china� L.�청미래덩굴

Chrysanthemum�morifolium� Ramat.�국화*,** Smilax� nipponica�Miq.� 선밀나물

Cirsium� japonicum� Fisch.� ex� DC.� var.�maackii� (Maxim.)�Matsum.

엉겅퀴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79.� Dioscoreaceae�마과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Dioscorea� polystachya� Turcz.� 마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J.� H.� Pak�＆� Kawano�

이고들빼기
Dioscorea� quinquelobata� Thunb.� 단풍마

Erigeron� annuus� (L.)� Pers.�개망초 Dioscorea� tokoro�Maino� ex�Miyabe�도꼬로마

Erigeron� strigosus�Muhl.� ex�Willd.� 주걱개망초 80.� Iridaceae�붓꽃과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Iris� odaesanensis� Y.� N.� Lee�노랑무늬붓꽃

Eupatorium� lindleyanum� DC.�골등골나물 Iris� rossii� Baker� 각시붓꽃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털별꽃아재비 81.� Juncaceae�골풀과

Galinsoga� parviflora� Cav.� 별꽃아재비** Luzula� capitata� (Miq.� ex� Franch.� ＆� Sav.)� Kom.�꿩의밥

Hemistepta� lyrata� (Bunge)� Bunge�지칭개 82.� Commelinaceae�닭의장풀과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Ixeris� stolonifera� A.Gray�좀씀바귀** Tradescantia� spathacea� Sw.�자주달개비*,**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83.� Poaceae�벼과

Leibnitzia� anandria� (L.)� Turcz.� 솜나물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조개풀**

Petasites� japonicus� (Siebold�＆� Zucc.)� Maxim.� 머위 Bothriochloa� ischaemum� (L.)� Keng�바랭이새**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 L.� Nesom�미국쑥부쟁이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Tagetes� patula� L.�프렌치메리골드*,** Calamagrostis� arundinacea� (L.)� Roth�실새풀

Taraxacum� coreanum�Nakai� 흰민들레 Cleistogenes� hackelii� (Honda)� Honda�대새풀**

Taraxacum�mongolicum� Hand.-Mazz.�털민들레** Diarrhena� fauriei� (Hack.)� Ohwi� 광릉용수염**

Taraxacum� officinale� F.� H.�Wigg.� 서양민들레 Digitaria� ciliaris� (Retz.)� Koeler� 바랭이

Tephroseris� kirilowii� (Turcz.� ex� DC.)� Holub�솜방망이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돌피**

Youngia� japonica� (L.)� DC.�뽀리뱅이 Elymus� ciliaris� (Trin.� ex� Bunge)� Tzvelev� 속털개밀

78.� Liliaceae�백합과 Festuca� ovina� L.�김의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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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egium� japonicum� (Miq.)� Koidz.� 민바랭이새** Themeda� triandra� Forssk.� 솔새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var.� purpurascens� (Andersson)

Matsum.�억새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 Beauv.�주름조개풀 84.� Cyperaceae�사초과

Paspalum� thunbergii� Kunth� ex� Steud.� 참새피 Carex� bostrychostigma�Maxim.� 길뚝사초

Phragmites� japonicus� Steud.� 달뿌리풀 Carex� breviculmis� R.� Br.�청사초**

Phyllostachys� nigra� (Lodd.� ex� Lindl.)�Munro�오죽*,** Carex� ciliato-marginata� Nakai� 털대사초

Poa� annua� L.� 새포아풀
Carex� jumilis� Leyss.� var.� nana� (H.� Lé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Poa� compressa� L.� 좀포아풀**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Pseudosasa� japonica� (Siebold�＆� Zucc.� ex� Steud.)�

Makino� ex� Nakai� 이대**
Carex� siderosticta� Hance�대사초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 Cyperus� amuricus�Maxim.� 방동사니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식재종,� **신규�확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