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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etland ecosystem 
by surveying the characteristics of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Cheongryeongcheon Wetland, Gyeongju-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numbers of vascular plants were summarized as 199 taxa including 53 families, 139 genera, 189 
species, 3 subspecies and 7 varieties. The rare plants were 2 taxa including Aristolochia contorta and Hydrocharis 
dubia. The floristic target species were 11 taxa including 7 taxa of grade Ⅰ and 4 taxa of grade Ⅱ.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54 taxa including Persicaria orientalis, Cerastium glomeratum, Bromus tectorum, Poa compressa and so 
on. The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were 6 taxa including Humulus scandens, Ambrosia artemisiifolia, Ambrosia trifida, 
Lactuca seriola, Symphyotrichum pilosum and Paspalum distichum. The hydrophytes were 27 taxa including 19 taxa 
of emergent plants, 3 taxa of submerged plants, 1 taxon of free-floating plant and 4 taxa of floating-leaved plants.

Key Words: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Hydrophytes, Invasive Alien Plant, Rare Pla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주 청령천습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의 특성을 조사하여 습지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속식물상은 53과 139속 189종 3아종 7변종의 199분류군으로 요약되었다. 희귀식물은 쥐방울

덩굴, 자라풀 2분류군이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11분류군이고, Ⅰ등급은 7분류군, Ⅱ등급은 4분류군이었다. 침입외래

식물은 털여뀌, 유럽점나도나물, 털빕새귀리, 좀포아풀 등 54분류군이며, 생태계교란종은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잎돼지

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물참새피 6분류군이었다. 수생식물은 27분류군이며, 정수식물은 19분류군, 침수식물은 3분
류군, 부유식물은 1분류군, 부엽식물은 4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생태계교란종, 수생식물, 침입외래식물, 희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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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습지는 생물서식처, 홍수조절, 수질정화, 여가 및 심미적 기

능 등 환경적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특히

생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서(염정헌과 김태성, 2016) 과거

쓸모없고 버려진 땅으로 여겼지만, 최근 환경보전의 핵심 지역

으로 부각되었다.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되며, 내

륙습지는 산지습지, 하천습지, 소택지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하천습지는 하천에 형성된 습지를 말한다.

하천습지는물에의해환경이조절되어수많은동식물의생존

과 직결되며,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안경환 등, 2016). 이러한 하천습지는 하도습

지, 배후습지, 구하도습지로 분류되며, 이 중 하도습지는 우리나

라하천습지의대부분을차지하는데, 하도중간에형성되어있는

퇴적층으로 주기적인 침수, 노출이 반복적으로 형성된 지형과

인접한수역이다(안병윤등, 2014). 따라서하천습지는하천경관

과 생태계를 형성하는 주요 지형이면서 생물서식공간이 된다.

그리고 하천습지가 있는 하천은 다양하고 동적인 생물서식지

로 육상생태계와 수중생태계가 만나 상호작용이 나타나며(이팔

홍 등, 2005), 주기적인 갈수와 홍수로 인해 환경변화가 심하고,

도시를 관통하여 간섭과 교란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천습지

는역동적이면서지형, 경관, 식생의변화가많고, 특히수변식생

은 하천습지의 생태계와 경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변식생은 1차 생산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질, 유량, 유역

내의 제반 환경요인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척도로서의 기능과

오염에 대한 완화, 정화기능을 가진다(이팔홍 등, 2005). 또한

하천에서 발생되는 교란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이일원과 김기

대, 2021). 특히 하천습지의 식생은 하천복원에 필수정보이므

로(전승훈 등, 2011) 하천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특성파

악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식생은 종조성, 현존식생,

군락구조 등으로 분석되지만, 식생조사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식물종의 동정을통한 관속식물상 자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천습지에서 식물상과 식생 정보가 중요한 생태적 속

성을 의미한다. 하천습지의 관속식물상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

보면, 황구지천과 청미천(조형진 등, 2009), 남한강(유주한 등,

2012), 낙동강습지(김구연과김지윤, 2014), 담양하천습지(안경

환 등, 2016), 화포천습지(유주한 등, 2017), 구담습지(이일원

과 김기대, 2021)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다수

의 연구가 진행되어 하천습지에서 관속식물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대상지가 잘 알려져 있거나 규모가

비교적큰하천습지인 반면, 본 연구는 생태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하천습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교란과 간섭에

노출되어 있지만 수변식생이 잘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어 생태적 가치가 있으며, 특히 인근 소하천은 하천정비

로 식생과 경관이 변형된 상태이나 본 지역은 원형이 유지되어

보전에 필요한 현황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하천인 형산강 및 지방하천인 사방천

과 인접해 있는 소하천 청령천에 형성된 하천습지의 관속식물

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하천습지와 주변생태계를 보전 및 관리

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이며, 소하천인

청령천의 하류에 위치해 있는 하천습지이고, 청령천은 지방하

천인 사방천과 합류한다. 면적은 약 20,300m2, 좌우 최대폭

40m, 최소폭 15m, 연장길이 약 660m로, 선형을 하고 있다. 상

류는 해발고도 16m, N35°55'48", E129°13'53", 하류는 해발고도

10m, N35°56'00", E129°14'03"이고, 수문특성은 남쪽에서 유입

되어 동쪽으로 유출되는 특징을 하며, 하류부에 소규모 보가

있다. 또한 여름에는 만수를, 겨울에는 배수되어저토가 노출되

는 등 환경변화가 심하며, 낚시, 농경행위, 쓰레기불법투기 등

의 교란과 간섭이 발생된 상태이다.

그림 1은 청령천습지의 상류, 중류, 하류의 경관현황이다. 상

류는 토지이용 빈도가 높아 좌안은 도로, 우안은 과수원이며,

특히좌안은낚시행위로 인해답압, 식생훼손이 발생되어 간섭

과 교란이 많이 관찰되었다. 중류는 줄(Zizania latifolia)군락,

갈대(Phragmites australis)군락, 마름(Trapa japonica)군락 등

의 수생식물 군락이 밀생한 상태이며, 공장, 주유소가 인접해

있으나, 상류보다는 이용밀도는 낮은 상태이다. 하류는 중류와

동일한 수생식물 군락이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개방수면

이 관찰되는 등 식생밀도가감소되고, 습지의 종점에는 원래 하

천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상류는 간섭과

교란이 높고, 교량을 기점으로 중류와 하류는 상류보다는 양호

한 식생과 경관을 나타내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조사는 2019년 8월 4일, 10월 22일, 2020년 4월 3일에걸쳐

3회실시하였으며, 습지좌우 가장자리, 도로변, 보 및 교량 주변

을조사범위로하여전역을도보로이동하며조사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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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동정은이창복(2003), 박수현(2009), 김진석 등(2018)

의 문헌을 사용하였으며, 식물의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

목록(국립수목원, 2017)에 따라 기재하여 식물상 목록을 작성

하였다. 현장에서 동정이 가능한 식물은 야장에 기록하였으며,

동정이 어려운 식물은 사진 촬영 후 화상자료를 상기 문헌과

비교하여 동정하였다.

동정이 완료된 식물은 관속식물상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과

내 학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였다(부록 1). 청령천습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속식물상 목록을 토대로 희귀식물(국

립수목원, 2009), 식물구계학적 특정종(국립생태원, 2018)에 대

해 분석하였다.

또한 외래식물은 국립수목원(2019)에서 요약한 목록을토대

로 침입외래식물(Invasive Alien Plant; IAP)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으며, 이는 귀화식물(Naturalized Plant; NP)과 임시정착

식물(Casual Alien Plant; CAP)로 구분하였다. 생태계교란종

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https://kias.nie.re.kr/home/main/

main.do)을, 그리고 수생식물은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유식물

및 부엽식물로 구분한 후 분석하였다(김수남과 이종석, 2003;

김유선, 2009).

Ⅲ. 결과 및 고찰

1. 분류군 현황

청령천습지에서 생육하는 관속식물상의 분류군은 53과 139

속 189종 3아종 7변종의 199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양치식물

은 1과 1속 1종의 1분류군(0.5%),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41과 98속 135종 3아종 3변종의 141분류군(70.9%), 단자엽식

물은 11과 40속 53종 4변종의 57분류군(28.6%)이었다(표 1).

분류군이 많은 상위 5개 과는 벼과 36분류군(18.1%), 국화

과 34분류군(17.1%), 콩과 16분류군(8.0%), 십자화과 12분류

군(6.0%), 마디풀과 11분류군(5.5%)의 순이며, 이들의 합은

109분류군으로, 전체 분류군의 약 54.8%에 해당되었다(표 2).

벼과와 국화과가 가장 많았는데, 하천은 개방된 공간, 주기별

환경변화로 벼과와 국화과의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

a.�상류(지점� 1) b.� 중류(지점� 2) c.�하류(지점� 3)

그림 1. 청령천습지의 주요 경관

표 1. 청령천습지의 관속식물 분류군 현황

분류단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소계

양치식물 � 1 � � 1 � � 1 - - � � 1

피자식물 52 138 188 3 7 198

쌍자엽식물 41 � 98 135 3 3 141

단자엽식물 11 � 40 � 53 - 4 � 57

합계 53 139 189 3 7 199

그림 2. 청령천습지의 위치 및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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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황용과 홍정기, 2020)고 하여벼과와 국화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 하천과 비교해 보면, 충효천

276분류군(유주한과 정성관, 2018), 소현천 336분류군(유주한,

2018), 신당천 388분류군(유주한, 2019), 북천 428분류군(유주

한, 2020)으로, 본 지역이 다른지역에비해 분류군수가 적음을

알수있었다. 하천별연장길이를살펴보면, 충효천5.2km, 소현천

9.95km, 신당천 8.2km, 북천 14.5km이며, 청령천은 4.1km, 습지는

0.66km로(https://search.gyeongju.go.kr/RSA/front/Search.jsp),

다른하천에비해 연장길이가짧았다. 따라서 연장길이가짧고

다양한 미소지형 및 산림가장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분류군수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태적 중요종

생태적 중요종은 희귀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해당

되며(표 3), 한국특산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희귀식물은 쥐

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 자라풀(Hydrocharis dubia) 2

분류군이며, 보전등급은 모두 약관심종(LC)에 해당되었다. 쥐

방울덩굴의 생육지는 습지가장자리의 관목과 초본군락에서 10

여개체가 있었으며, 자라풀은저수로와 호안 경계부의 정수역

에서 선형으로 5∼6개체씩 소군락형태로 나타났다(그림 3).

특별한 위협요인은 없었으나 자라풀은 낚시객들에 의해 훼

손된개체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낚시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쥐방울덩굴은 제초제에 의

해 고사한개체가 일부 관찰되었는데, 쥐방울덩굴의 고사도 중

요하지만 제초제가 습지 내로 유입될경우, 육수생태계에도 치

명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습지 주변의불법경작행위를 근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물구계학적특정종의경우 11분류군으로, Ⅰ등급은쥐방울덩

굴,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 참느릅나무(Ulmus parvifolia),
돌가시나무(Rosa lucieae),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뚜
껑덩굴(Actinostemma lobatum), 애기가래(Potamogeton octandrus)
7분류군, Ⅱ등급은 자라풀, 질경이택사(Alisma orientale), 나사

말(Vallisneria natans), 물옥잠(Monochoria korsakowii) 4분류

군이었다. 보편적으로 Ⅳ∼Ⅴ등급이 많은 지역은 생태적 특이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지역은 대부분 Ⅰ∼Ⅱ등급만 분

포하여 생태적 특이성은 높지 않았다.

이 중 대형 교목인왕버들은 수변에, 참느릅나무는 제방사면

에 생육하였으며, 특히왕버들은 수관폭이넓고 지하고가낮은

표 2. 청령천습지의 상위 5개 과 분류군 현황

과명 분류군수 비율 과명 분류군수 비율

1.�벼과 36 18.1% 4.�십자화과 12 � 6.0%

2.�국화과 34 17.1% 5.�마디풀과 11 � 5.5%

3.�콩과 16 � 8.0% 6.�기타 90 45.2%

표 3. 청령천습지의 생태적 중요종 목록

학명-식물명 희귀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등급

(보전등급)

1.� Aristolochia� contorta� Bunge�쥐방울덩굴 ○ ○ Ⅰ(약관심종)

2.�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자라풀 ○ ○ Ⅱ(약관심종)

3.� Salix� chaenomeloides� Kimura�왕버들 - ○ Ⅰ

4.� Ulmus� parvifolia� Jacq.�참느릅나무 - ○ Ⅰ

5.� Rosa� lucieae� Franch.�＆� Rochebr,� ex� Crép.� 돌가시나무 - ○ Ⅰ

6.�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 ○ Ⅰ

7.� Actinostemma� lobatum� (Maxim.)� Maxim.� ex� Franch.�＆� Sav.� 뚜껑덩굴 - ○ Ⅰ

8.� Alisma� orientale� (Sam.)� Juz.� 질경이택사 - ○ Ⅱ

9.� Vallisneria� natans� (Lour.)� H.� Hara�나사말 - ○ Ⅱ

10.� Potamogeton� octandrus� Poir.�애기가래 - ○ Ⅰ

11.�Monochoria� korsakowii� Regel�＆�Maack�물옥잠 -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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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기 때문에 생물서식공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계수령이 400년이넘는왕버들은 대표적인 하천수변, 유수역

수목으로, 습지와 육지의 전이대에 분포하는 유일한 수종이며,

하안의 침식방지, 사면지지, 재해복구 등 생태적 복원과 수질개

선, 토양정화 기능을 가진다(송현진 등, 2015). 또한 참느릅나

무는 수분구배에 따른 식생분포에서 왕버들, 버드나무와 함께

유수역 식생에 해당되는 연목림의 수종이다(이창석 등, 2007).

따라서 식물구계학적 특이성은 높지 않지만 왕버들, 참느릅나

무는 대표 수변종으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습생 지표

종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습지 환경변화를감시하거나 습지 복

원 시 기초정보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3. 침입외래식물

침입외래식물은 털여뀌(Persicaria orientalis), 유럽점나도나

물(Cerastium glomeratum), 재쑥(Descurainia sophia), 애기땅

빈대(Euphorbia supina), 기생초(Coreopsis tinctoria), 쇠채아재

비(Tragopogon dubius), 털빕새귀리(Bromus tectorum) 등 54

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귀화식물(NP)은 52분류군, 임

시정착식물(CAP)은 들괭이밥(Oxalis dillenii), 큰물칭개나물

(Veronica anagallis-aquatica) 2분류군으로 나타났다(표 4).

확산등급을 분석한 결과, 잠재적 확산인 1등급(PS)은 7분류

군(13.0%), 경미한 확산인 2등급(MS)은 14분류군(25.9%), 우

a.�쥐방울덩굴 b.�자라풀

그림 3. 청령천습지의 희귀식물 개체

표 4. 청령천습지의 침입외래식물 목록

학명-식물명 유형 확산등급 생육구간

1.� Persicaria� orientalis� (L.)� Spach�털여뀌 NP CS 중류,�하류

2.�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NP WS 상류,�중류,�하류

3.� Rumex� dentatus� L.� 좀소리쟁이 NP PS 상류,�중류,�하류

4.�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NP MS 중류,�하류

5.�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NP WS 상류,�중류

6.� Cerastium� glomeratum� Thuill.� 유럽점나도나물 NP MS 상류,�중류,�하류

7.� Stellaria�media� (L.)� Vill.� 별꽃 NP WS 상류,�중류,�하류

8.� Chenopodium� album� L.�흰명아주 NP CS 상류,�중류,�하류

9.� Chenopodium� ficifolium� Sm.�좀명아주 NP WS 상류,�중류,�하류

10.� Amaranthus� hybridus� L.� 긴털비름 NP PS 상류,�중류,�하류

11.� Descurainia� sophia� (L.)�Webb� ex� Prantl� 재쑥 NP MS 하류

12.�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NP SS 상류,�중류,�하류

13.� 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 NP SS 상류,�하류

14.� Amorpha� fruticosa� L.�족제비싸리 NP WS 상류,�중류,�하류

15.� Robinia� pseudoacacia� L.�아까시나무 NP WS 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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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학명-식물명 유형 확산등급 생육구간

16.�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NP SS 중류,�하류

17.�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NP WS 상류,�중류,�하류

18.� Vicia� dasycarpa� Ten.� 각시갈퀴나물 NP PS 상류,�중류,�하류

19.� Vicia� Villosa� Roth�벳지 NP MS 하류

20.� Oxalis� dillenii� Jacq.� 들괭이밥 CAP PS 상류,�중류,�하류

21.�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NP SS 중류

22.�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NP WS 상류,�중류,�하류

23.� Ipomoea� lacunosa� L.� 애기나팔꽃 NP PS 상류

24.� Ipomoea� nil� (L.)� Roth�나팔꽃 NP MS 상류,�중류,�하류

25.� Ipomoea� purpurea� (L.)� Roth�둥근잎나팔꽃 NP CS 상류,�중류,�하류

26.� Veronica� anagallis-aquatica� L.� 큰물칭개나물 CAP CS 중류,�하류

27.� Veronica� arvensis� L.�선개불알풀 NP WS 상류

28.�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NP WS 상류,�중류,�하류

29.� Ambrosia� artemisiifolia� L.�돼지풀 NP WS 상류,�중류,�하류

30.�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NP MS 상류,�중류,�하류

31.� Bidens� frondosa� L.�미국가막사리 NP WS 상류,�중류,�하류

32.�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NP MS 상류,�중류,�하류

33.�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NP SS 상류,�중류,�하류

34.�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NP WS 상류,�중류,�하류

35.� Coreopsis� lanceolata� L.�큰금계국 NP CS 중류,�하류

36.� Coreopsis� tinctoria� Nutt.� 기생초 NP MS 상류,�중류,�하류

37.�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NP WS 상류,�중류,�하류

38.� Erigeron� strigosus�Muhl.� ex�Willd.�주걱개망초 NP MS 상류,�중류,�하류

39.�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NP MS 상류,�중류

40.� Lactuca� seriola� L.� 가시상추 NP PS 상류,�중류,�하류

41.�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NP SS 하류

42.�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NP SS 하류

43.�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NP SS 상류,�하류

44.�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 L.Nesom�미국쑥부쟁이 NP SS 상류,�중류,�하류

45.� Tagetes�minuta� L.�만수국아재비 NP MS 상류,�중류,�하류

46.� Taraxacum� officinale� F.� H.�Wigg.� 서양민들레 NP WS 상류,�중류,�하류

47.� Tragopogon� dubius� Scop.� 쇠채아재비 NP PS 상류,�중류

48.� Bromus� catharticus� Vahl� 큰이삭풀 NP MS 상류,�중류,�하류

49.� Bromus� tectorum� L.� 털빕새귀리 NP MS 상류,�중류,�하류

50.�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 NP SS 상류,�중류,�하류

51.� Lolium�multiflorum� Lam.�쥐보리 NP CS 상류,�중류,�하류

52.� Lolium� perenne� L.�호밀풀 NP SS 상류,�중류,�하류

53.� Paspalum� distichum� L.�물참새피 NP PS 상류

54.� Poa� compressa� L.� 좀포아풀 NP MS 상류,�중류,�하류

NP,�귀화식물(Naturalized� Plant);� CAP,�임시정착식물(Casual� Alien� Plant);� PS,�잠재적�확산(Potential� Spread);�MS,�경미한�확산(Minor� Spread);�

CS,� 우려된�확산(Concerned� Spread);� SS,�심각한�확산(Serious� Spread);�WS,� 광분포(Wide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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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는 확산인 3등급(CS)은 6분류군(11.1%), 심각한 확산인 4

등급(SS)은 12분류군(22.2%), 광범위한 확산인 5등급(WS)은

15분류군(27.8%)으로 나타났다. 3등급, 4등급은 확산이 우려되

거나 심각한확산단계에있는것으로, 여기에해당되는식물은흰

명아주(Chenopodium album), 개소시랑개비(Potentilla supina),
방가지똥(Sonchus oleraceus) 등 18분류군(33.3%)이었다.

생육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류 43분류군(79.6%), 중류

45분류군(83.3%), 하류 46분류군(85.2%)으로, 큰 차이는 아니

지만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분류군수가증가하였으며, 전 구

간에서는 35분류군이 관찰되었다. 침입외래식물이 상류보다 하

류가 많은 것은 상류나 중류에서 유입된 종자가 하류에 정착하

여 나타난결과라고판단된다. 중부지방 하천의 경우에도 상류

보다는 하류가 2배 이상 많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어(한정은

등, 2007), 본 연구와 일치하여 하류는 침입외래식물에 대한집

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래식물은 자생종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력, 적

응력이 높아 지역생물상의 단편화, 생물다양성의 질적 쇠퇴에

영향을준다(조광진 등, 2020). 그리고 외래식물에 의해 종다양

성의 단순화가 발생되며, 이들의 분포 면적 확대로 교란 가능

성도 높아진다(이일원과 김기대, 2021). 본 지역은 농경지, 도

로와 인접해 주변에서 외래식물의 침입 가능성이 높고 낚시행

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간섭과 교란이 많기 때문에 습지환경

보전을 위해 주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4. 생태계교란종

생태계교란종은환삼덩굴(Humulus scandens),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가시상추(Lactuca
seriola), 미국쑥부쟁이(Symphyotrichum pilosum),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6분류군이며, 환삼덩굴은 습지전역에서

관찰된반면, 물참새피는상류에서만나타났다. 그리고생육구간

은상류에서만관찰된물참새피 1분류군(16.7%)을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5분류군(83.3%)이 출현하였다(표 5).

단풍잎돼지풀은 빠른 성장력, 높은 종자발아력으로, 국내 주

요 하천을 중심으로 대군락을 형성하며, 수변식생의 종구성을

교란시킨다(유주한, 2020). 본 지역에서도 저수로 주변에 점상

으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전역에서 관찰되어 감시가

필요한 식물이다. 또한 환삼덩굴은 포복형, 등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생육하였으며, 일부는 갈대와 같은 장경초본군락과도

경쟁상태에 있는 등 강한세력권을 보여 습지환경과 경관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습지식생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환삼덩굴의 우선

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이는 습지식생의 천이 진행을 방해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환삼덩굴은 제거가 필요하다(이선미와 명현

호, 2015)고 하였다. 따라서 본 지역도 습지경관, 식생 등 습지

전반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환삼덩굴을 포함

하여 생태계교란종의 적극적인 제거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거방법은 영양기관, 생식기관의 제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집

중제거 기간의 경우 단풍잎돼지풀과 가시상추는 4∼6월, 돼지

풀은 4∼7월, 미국쑥부쟁이와 물참새피는 4∼8월, 환삼덩굴은 7

∼9월이다(환경부와 국립생태원, 2016;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2021). 종별제거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초기 생육을억제할 수

있도록집중 관리 기간을 지정운영함이좋을 것으로판단된다.

5. 수생식물

수생식물은고마리(Persicaria thunbergii), 나사말(Vallisneria
natans), 나도겨풀(Leersia japonica), 큰매자기(Bolboschoenus
fluviatilis) 등 27분류군이었다. 정수식물은 19분류군(70.4%), 침

수식물 3분류군(11.1%), 부유식물 1분류군(3.7%), 부엽식물 4분

류군(14.8%)으로나타났으며, 유속의유무에따른분석결과, 유

수역과 정수역 모두출현한 식물은 15분류군(55.6%), 정수역은

9분류군(33.3%), 유수역 3분류군(11.1%)으로 나타났다(표 6).

이 중 유수역에서만 관찰된 나사말은 물이 유입되고 하상재

질이 모래로 구성된 상류역에서만 분포하여 다른 수생식물에

비해 분포범위가 협소하였다. 나사말의 경우, 우포늪에서도 유

표 5. 청령천습지의 생태계교란종 목록

학명-식물명 생육지 생육구간

1.� Humulus� scandens� (Lour.)� Merr.� 환삼덩굴 습지가장자리,�도로변 상류,�중류,�하류

2.� Ambrosia� artemisiifolia� L.�돼지풀 습지가장자리,�저수로 상류,�중류,�하류

3.�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저수로 상류,�중류,�하류

4.� Lactuca� seriola� L.� 가시상추 도로변 상류,�중류,�하류

5.�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 L.� Nesom�미국쑥부쟁이 도로변 상류,�중류,�하류

6.� Paspalum� distichum� L.�물참새피 저수로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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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있는 지역에서만 관찰되었고, 유속이 유지되는 입지에 모

래, 자갈 또는 진흙이 섞여 있는 토양에 분포한다(임정철 등,

2016)고 하여 본 지역과 생육환경이 일치하였다. 이는 물에 사

는 식물을 모두수생식물이라고 하지만, 수생식물은 유속, 하상

재질, 수심 등 환경 조건에 따라 분포종이 다르며(김성환 등,

2018), 물, 토양, 광에 반응하는 생육기작에 따라 정수식물, 부

엽식물, 부유식물, 침수식물로 구분된다.

따라서 다양한 생육형태를 가진 수생식물은 높은 생물종다

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분포형태가 습지나 하천의 고유 식생

경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생물

요소이다. 그리고 수생식물은 습지의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침

식을 방지하며, 수중 부유물질의 침전과촉진, 영양염류와 유해

물질의 흡수, 생물들의 먹이원, 서식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

다(윤해순등, 2002). 이에 습지생태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수

생식물은 생태적 의의가크고, 인공습지, 복원습지 조성 시에도

습지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는데 핵심종이 되므로 수생식물

보전은 습지 보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소하천 청령천에 형성된 하천습지의 생태적 관리

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관속식물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표 6. 청령천습지의 수생식물 목록

학명-식물명 생육형 유속

1.�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Zucc.)� H.� Gross� 고마리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2.� Ranunculus� sceleratus� L.�개구리자리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3.� Ceratophyllum� demersum� L.�붕어마름 침수식물 유수역,�정수역

4.� Actinostemma� lobatum� (Maxim.)� Maxim.� ex� Franch.�＆� Sav.� 뚜껑덩굴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5.� Trapa� japonica� Flerow�마름 부엽식물 정수역

6.� Oenanthe� javanica� (Blume)� DC.�미나리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7.� Vernoica� undulata�Wall.�물칭개나물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8.� Veronica� anagallis-aquatica� L.� 큰물칭개나물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9.� Alisma� orientale� (Sam.)� Juz.� 질경이택사 정수식물 정수역

10.� Hydrilla� verticillata� (L.� f.)� Royle� 검정말 침수식물 유수역,�정수역

11.�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자라풀 부엽식물 정수역

12.� Vallisneria� natans� (Lour.)� H.� Hara�나사말 침수식물 유수역

13.� Potamogeton� distinctus� A.� Benn.� 가래 부엽식물 유수역

14.� Potamogeton� octandrus� Poir.�애기가래 부엽식물 유수역

15.�Monochoria� korsakowii� Regel�＆�Maack�물옥잠 정수식물 정수역

16.� Aneilema� keisak� Hassk.� 사마귀풀 정수식물 정수역

17.�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개피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18.� Leersia� japonica� (Makino� ex� Honda)� Honda�나도겨풀 정수식물 정수역

19.� Paspalum� distichum� L.�물참새피 정수식물 정수역

20.� Phalaris� arundinacea� L.�갈풀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21.� Phragmites� australis� (Cav.)� Trin.� ex� Steud.� 갈대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22.� Zizania� latifolia� (Griseb.)� Turcz.� ex� Stapf.�줄 정수식물 정수역

23.� Spirodela� polyrrhiza� (L.)� Schleid.�개구리밥 부유식물 유수역,�정수역

24.� Typha� angustifolia� L.� 애기부들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25.� Typha� orientalis� C.� Presl� 부들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26.� Bolboschoenus� fluviatilis� (Torr.)� Soják�큰매자기 정수식물 유수역,�정수역

27.� Carex� dimorpholepis� Steud.� 이삭사초 정수식물 정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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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춘계, 하계, 추계에 걸쳐 조사하였다. 관속식물상의 분

류군 현황은 53과 139속 189종 3아종 7변종의 199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1과 1분류군, 쌍자엽식물은 41과 141분류군, 단자엽

식물은 11과 57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출현 분류군 중에서 벼과

와 국화과가 가장많았는데, 습지 특성상광조건이좋고개활지

이기 때문에 이들 분류군의 출현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희귀식물은 약관심종(LC)인 쥐방울덩굴, 자라풀 2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쥐방울덩굴은 습지가장자리, 자라풀은 습지 내

정수역에서 생육하였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은 Ⅰ등급 7분류

군, Ⅱ등급 4분류군으로, 총 11분류군이었다. 생태적으로 중요

한 희귀식물에 대해큰위협요인은 없었으나, 낚시, 불법농경행

위 등에 의해 교란과 간섭이 발생된 상태였다.

침입외래식물은 54분류군이었으며, 확산등급의 경우 1등급

(PS)은 8분류군, 2등급(MS)은 13분류군, 3등급(CS)은 6분류

군, 4등급(SS)은 12분류군, 5등급(WS)은 15분류군이고 확산

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확산이예상되는 3등급, 4등급은 18분류

군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교란종은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물참새피 6분류군이며, 환삼

덩굴을 제외하고 침입외래식물에 해당되었다. 수생식물의 경

우, 정수식물은 19분류군, 침수식물 3분류군, 부유식물 1분류군,

부엽식물 4분류군으로, 총 27분류군이었다.

청령천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쥐방울덩굴, 자라풀과 같은 희귀식물의 보

전이다. 이들은 보전등급이 높지 않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자생지 훼손과 변형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쥐방울덩굴은 꼬리명주나비 유충의 먹이원

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종의 서식과도 연결되는 생물학적 가치

도 있으므로 습지를 포함한 주변 생태계의 생물종다양성 회복

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감시와 보전이 요구된다.

둘째, 침입외래식물과 생태계교란종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

이다. 이들은 자생식물의 생육공간을축소시키고, 발아 등 생육

기작을 방해할 수 있어 습지 고유식생을 변형시킬 수 있고, 이

로 인해 경관변화도 발생된다. 또한 생태계교란종은 인간과 자

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습지 관리 시 이들의 물리적 제거

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생식물의 유지와 관리이다. 수생식물은 습지 구성요

소 중 대표 지표종이며, 생육형태에 따라 선호환경이 달라 수

생식물이 다양할수록 습지경관이나 지형도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생식물은 습지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핵심종이면서 지표종이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식물과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청령천습지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근

습지나 하천의 생태적 특성을 대표하기엔다소 부족한 면이 있

고, 현존식생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이용 형

태, 현존식생을 토대로 한 경관생태학적 연구, 습지기능평가,

참고습지와의 비교연구 등의 후속 연구와 함께 보전대상종과

관리우선종의 선정을 통해 습지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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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령천습지의 관속식물상

학명-식물명 학명-식물명

1.� Equisetaceae�속새과 11.� Amaranthaceae�비름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Achyranthes� bidentata� Blume�털쇠무릎

2.� Salicaceae�버드나무과 Amaranthus� hybridus� L.�긴털비름

Salix� chaenomeloides� Kimura�왕버들 12.� Ranunculaceae�미나리아재비과

3.� Ulmaceae�느릅나무과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4.�Moraceae�뽕나무과 13.�Menispermaceae�방기과

Morus� alba� L.�뽕나무 Cocculus� orbiculatus� (L.)� DC.�댕댕이덩굴

5.� Cannabaceae�삼과 14.� Ceratophyllaceae�붕어마름과

Humulus� scandens� (Lour.)� Merr.�환삼덩굴 Ceratophyllum� demersum� L.� 붕어마름

6.� Polygonaceae�마디풀과 15.� Aristolochiaceae�쥐방울덩굴과

Fallopia� dumetorum� (L.)� Holub�닭의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쥐방울덩굴

Persicaria� lapathifolia� (L.)� Delarbre�흰여뀌 16.� Papaveraceae�양귀비과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개여뀌 Chelidonium�majus� L.� subsp.� asiaticum�H.� Hara�애기똥풀

Persicaria� orientalis� (L.)� Spach�털여뀌 17.� Brassicaceae�십자화과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며느리배꼽 Brassica� juncea� (L.)� Czern.� 갓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Zucc.)� H.� Gross� 고마리 Brassica� napus� L.�유채

Polygonum� aviculare� L.�마디풀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k.� 냉이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Cardamine� fallax� (O.� E.� Schulz)� Nakai� 좁쌀냉이

Rumex� dentatus� L.�좀소리쟁이 Cardamine� flexuosa�With.� 황새냉이

Rumex�maritimus� L.� 금소리쟁이 Descurainia� sophia� (L.)�Webb� ex� Prantl� 재쑥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Draba� nemorosa� L.� 꽃다지

7.� Phytolaccaceae�자리공과 Lepidium� virginicum� L.�콩다닥냉이

Phytolacca� americana� L.�미국자리공 Rorippa� cantoniensis� (Lour.)� Ohwi� 좀개갓냉이

8.� Portulacaceae�쇠비름과 Rorippa� indica� (L.)� Hiern�개갓냉이

Portulaca� oleraca� L.�쇠비름 Rorippa� palustris� (L.)� Besser�속속이풀

9.� Caryophyllaceae�석죽과 Thlaspi� arvense� L.� 말냉이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 18.� Crassulaceae�돌나물과

Cerastium� glomeratum� Thuill.�유럽점나도나물 Sedum� sarmentosum� Bunge�돌나물

Cerastium� holosteoides� Fr.� var.� hallaisanense� (Nakai)�Mizush.�

점나도나물
19.� Rosaceae�장미과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Duchesnea� indica� (Andrews)� Focke�뱀딸기

Stellaria� media� (L.)� Vill.�별꽃 Potentilla� supina� L.� 개소시랑개비

Stellaria� ulginosa�Murray�벼룩나물 Prunus� persica� (L.)� Stokes� 복사나무

10.� Chenopodiaceae�명아주과 Rosa� lucieae� Franch.� ＆� Rochebr,� ex� Crép.�돌가시나무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Rosa�multiflora� Thunb.� 찔레꽃

Chenopodium� ficifolium� Sm.�좀명아주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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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학명-식물명 학명-식물명

20.� Fabaceae�콩과 Cucurbita� moschata� Duchesne�호박

Albizia� julibrissin� Durazz.�자귀나무 28.� Trapaceae�마름과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Trapa� japonica� Flerow�마름

Amphicarpaea� bracteata� (L.)� Fernald� subsp.� edgeworthii�

(Benth.)� H.� Ohashi� 새콩
29.� Onagraceae�바늘꽃과

Glycine� max� (L.)� Merr.� subsp.� soja� (Siebold�＆� Zucc.)� H.� Ohashi�

돌콩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30.� Apiaceae�산형과

Lespedeza� cuneata� (Dum.Cours.)� G.� Don�비수리 Oenanthe� javanica� (Blume)� DC.�미나리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Torilis� japonica� (Houtt.)� DC.�사상자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31.� Ebenaceae�감나무과

Trifolium� pratense� L.� 붉은토끼풀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Trifolium� repens� L.�토끼풀 32.� Apcynaceae�협죽도과

Vicia� amurensis� Oett.� 벌완두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박주가리

Vicia� angustifolia� L.� ex� Reichard�가는살갈퀴 33.� Rubiaceae�꼭두서니과

Vicia� dasycarpa� Ten.� 각시갈퀴나물 Galium� spurium� L.� 갈퀴덩굴

Vicia� Villosa� Roth�벳지 34.� Convolvulaceae�메꽃과

Vigna�angularis�(Willd.)�Ohwi�＆�H.�Ohashi�var.�nipponensis�(Ohwi)�

Ohwi�＆� H.� Ohashi� 새팥
Calystegia� hederacea�Wall.�애기메꽃

Vigna� nakashimae� (Ohwi)� Ohwi�＆� H.� Ohashi� 좀돌팥 Calystegia� pubescens� Lindl.�메꽃

21.� Oxaliddaceae�괭이밥과 Ipomoea� lacunosa� L.�애기나팔꽃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Ipomoea� nil� (L.)� Roth�나팔꽃

Oxalis� dillenii� Jacq.�들괭이밥 Ipomoea� purpurea� (L.)� Roth�둥근잎나팔꽃

22.� Geraniaceae�쥐손이풀과 35.� Boraginaceae�지치과

Geranium� sibiricum� L.�쥐손이풀 Trigonotis�peduncularis�(Trevis.)�Benth.�ex�Baker�＆�S.�Moore�꽃마리

23.� Euphorbiaceae�대극과 36.� Lamiaceae�꿀풀과

Acalypha� australis� L.�깨풀 Lamium� amplexicaule� L.�광대나물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24.� Celastraceae�노박덩굴과 Salvia� plebeia� R.� Br.� 배암차즈기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Stachys� riederi� Cham.� var.� japonica� (Miq.)� H.� Hara�석잠풀

25.�Malvaceae�아욱과 37.� Solanaceae�가지과

Althaea� rosea� (L.)� Cav.� 접시꽃 Solanum� nigrum� L.� 까마중

26.� Violaceae�제비꽃과 38.� Scrophulariaceae�현삼과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Mazus� pumilus� (Burm.� f.)� Steenis� 주름잎

Viola�mandshurica�W.� Becker� 제비꽃 Vernoica� undulata�Wall.� 물칭개나물

Viola� philippica� Cav.� 호제비꽃 Veronica� anagallis-aquatica� L.� 큰물칭개나물

27.� Cucurbitaceae�박과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Actinostemma� lobatum� (Maxim.)� Maxim.� ex� Franch.� ＆� Sav.�

뚜껑덩굴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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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식물명 학명-식물명

39.� Acanthaceae�쥐꼬리망초과 Tagetes� minuta� L.�만수국아재비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Taraxacum� coreanum� Nakai�흰민들레

40.� Plantaginaceae�질경이과 Taraxacum�mongolicum�Hand,-Mazz,� 털민들레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Taraxacum� officinale� F.� H.�Wigg.�서양민들레

Plantago� depressa�Willd.� 털질경이 Tragopogon� dubius� Scop.� 쇠채아재비

41.� Caprifoliaceae�인동과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43.� Alismataceae�택사과

42.� Asteraceae�국화과 Alisma� orientale� (Sam.)� Juz.� 질경이택사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44.� Hydrocharitaceae�자라풀과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Hydrilla� verticillata� (L.� f.)� Royle�검정말

Artemisia� capillaris� Thunb.� 사철쑥 Hydrocharis� dubia� (Blume)� Backer� 자라풀

Artemisia� indica�Willd.� 쑥 Vallisneria� natans� (Lour.)� H.� Hara�나사말

Aster� meyendorffii� (Regel�＆�Maack)� Voss� 개쑥부쟁이 45.� Potamogetonaceae�가래과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Potamogeton� distinctus� A.� Benn.� 가래

Bidens� biternata� (Lour.)�Merr.� ＆� Sherff� ex� Sherff� 털도깨비바늘 Potamogeton� octandrus� Poir.� 애기가래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46.� Dioscoreaceae�마과

Bidens� pilosa� L.�울산도깨비바늘 Dioscorea� polystachya� Turcz.� 마

Chrysanthemum� boreale� (Makino)�Makino�산국 Dioscorea� tokoro�Makino� ex�Miyabe�도꼬로마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실망초 47.� Pontederiaceae�물옥잠과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망초 Monochoria� korsakowii� Regel� ＆�Maack�물옥잠

Coreopsis� lanceolata� L.� 큰금계국 48.� Juncaceae�골풀과

Coreopsis� tinctoria� Nutt.�기생초 Juncus� decipiens� (Buchenau)� Nakai� 골풀

Crepidiastrum�sonchifolium�(Maxim.)�J.�H.�Pak�＆�Kawano�고들빼기 49.� Commenlinaceae�닭의장풀과

Eclipta� prostrata� (L.)� L.� 한련초 Aneilema� keisak� Hassk.� 사마귀풀

Erigeron� annuus� (L.)� Pers.�개망초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Erigeron� strigosus�Muhl.� ex�Willd.� 주걱개망초 50.� Poaceae�벼과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Alopecurus� aequalis� Sobol.�뚝새풀

Hemistepta� lyrata� (Bunge)� Bunge�지칭개 Arthraxon� hispidus� (Thunb.)� Makino�조개풀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개피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Bromus� catharticus� Vahl�큰이삭풀

Lactuca� seriola� L.�가시상추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Pseudognaphalium� affine� (D.Don)� Anderb.� 떡쑥 Bromus� tectorum� L.�털빕새귀리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Cynodon� dactylon� (L.)� Pers.� 우산잔디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Digitaria� ciliaris� (Retz.)� Koeler� 바랭이

Sonchus� oleraceus� L.�방가지똥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 var.� echinatum� (Willd.)�

Honda�물피

Symphyotrichum� pilosum� (Willd.)� G.� L.� Nesom�미국쑥부쟁이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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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학명-식물명 학명-식물명

Eleusine� indica� (L.)� Gaertn.�왕바랭이 Poa� compressa� L.�좀포아풀

Elymus� ciliaris� (Trin.� ex� Bunge)� Tzvelev� 속털개밀 Setaria� faberi� R.� A.� Herrm.� 가을강아지풀

Elymus� tsukushiensis� Honda� var.� transiens� (Hack.)� Osada�개밀 Setaria� pumila� (Poir.)� Roem.�＆� Schult.� 금강아지풀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그령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

Eragrostis� multicaulis� Steud.� 비노리 Sporobolus� fertilis� (Steud.)� Clayton�쥐꼬리새풀

Festuca� arundinacea� Schreb.�큰김의털 Zizania� latifolia� (Griseb.)� Turcz.� ex� Stapf.� 줄

Festuca� ovina� L.� 김의털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Leersia� japonica� (Makino� ex� Honda)� Honda�나도겨풀 51.� Lemnaceae�개구리밥과

Lolium�multiflorum� Lam.�쥐보리 Spirodela� polyrrhiza� (L.)� Schleid.� 개구리밥

Lolium� perenne� L.� 호밀풀 52.� Typhaceae�부들과

Microstegium� vimineum� (Trin.)� A.� Camus� var.� polystachum�

(Franch.� Sav.)� Ohwi� 큰듬성이삭새
Typha� angustifolia� L.� 애기부들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Hool.� f.� ex� Franch.�

물억새
Typha� orientalis� C.� Presl�부들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var.� purpurascens�

(Andersson)�Matsum.�억새
53.� Cyperaceae�사초과

Panicum� bisulcatum� Thunb.�개기장 Bolboschoenus� fluviatilis� (Torr.)� Soják�큰매자기

Paspalum� distichum� L.� 물참새피 Carex� breviculmis� R.� Br.�청사초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Carex� dimorpholepis� Steud.�이삭사초

Phalaris� arundinacea� L.� 갈풀 Carex� neurocarpa�Maxim.� 괭이사초

Phragmites� australis� (Cav.)� Trin.� ex� Steud.� 갈대 Cyperus� amuricus�Maxim.� 방동사니

Poa� annua� L.� 새포아풀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