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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ut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forest environment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distributed around Tongdosa in Gajisan Provincial Park. The numbers of

vascular plants were summarized as 357 taxa including 112 families, 246 genera, 321 species, 4 subspecies, 25 varieties

and 7 forms. The rare plants were 7 taxa including Prunus yedoensis(Planting), Taxus cuspidata(Planting), Koelreuteria

paniculata(Planting), Aristolochia manshuriensis, Chionanthus retusa(Planting), Campanula takesimana(Planting) and Strep-

topus ovalis(Planting). The endemic plants were 7 taxa including Stewartia pseudocamellia, Lespedeza maritima, Paulownia

coreana, Weigela subsessilis, Campanula takesimana(Planting), Aster koraiensis(Planting) and Hosta minor(Planting).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37 taxa including 2 taxa of grade Ⅴ, 4 taxa of grade Ⅳ, 9 taxa of grade Ⅲ, 4

taxa of grade Ⅱ and 18 taxa of grade Ⅰ. The naturalized plants were 31 taxa including Houttuynia cordata, Symphytum

officinale, Erigeron annuus, Senecio vulgaris, Taraxacum officinale, Bromus unioloides, Tradescantia reflexa and so forth.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3 taxa including Ambrosia artemisiifolia, Ambrosia trifida and Aster pilosus.

Key Words: Rare Plant, Endemic Plant, Naturalized Plant, Invasive Alien Pla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 일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지역 산림환경의 보전

및관리를위한기초자료제공에목적이있다. 식물상은 112과 245속 300종 3아종 43변종 11품종으로총 357분류군(taxa)이

다. 희귀식물은 왕벚나무(식재), 주목(식재), 모감주나무(식재), 등칡, 이팝나무(식재), 섬초롱꽃(식재), 금강애기나리(식재)

등 7분류군이다. 특산식물은 섬초롱꽃(식재), 해변싸리, 노각나무, 오동나무, 병꽃나무, 벌개미취(식재), 좀비비추(식재)

등 7분류군이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37분류군으로, Ⅴ등급은 2분류군, Ⅳ등급은 4분류군, Ⅲ등급에 9분류군, Ⅱ등급

Corresponding author: You, Ju-Ha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Gyeongju 38066, South Korea, 
Phone: +82-54-770-2230, E-mail: youjh@dongguk.ac.k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3 no. 1

22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3권 제1호(2017년 6월)� �

은 4분류군, Ⅰ등급은 18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 약모밀, 컴프리, 개망초, 개쑥갓, 서양민들레, 큰이삭풀, 자주닭개비 등

31분류군이며, 생태계 교란야생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 3분류군이다.

주제어: 희귀식물, 특산식물, 귀화식물, 생태계교란식물

그림 1.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의 식물상 조사지역

Ⅰ. 서론

통도사는 신라제27대 선덕여왕 15년(646년) 자장율사에 의

해창건되었으며, 우리나라삼보사찰(三寶寺刹)의하나로널리

알려져 있다. 삼보란 불교 성립의 삼대요소인 불(교주), 법(교

법), 승(승단)을 의미한다. 즉, 팔만대장경을모신법보사찰(法

寶寺刹)인 해인사, 보조국사 이래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僧寶寺刹)인 송광사와 더불어석가모니부처님의진신사리(眞

身舍利)와 금란가사(金襴袈裟)가 봉안되어 있는 통도사는 삼

보의 으뜸인 불보사찰(佛寶寺刹)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통도사가 위치하고 있는 영축산(1,059m)은 원래 인도 마가

다국왕사성의동쪽에있던산이름이며, 영취산이라고부르고

있다. 이 지역은가지산(1,240m)과 더불어운문산(1,190m), 천

황산(1,189m), 고헌산(1,033m), 신불산(1,209m), 간월산(1,083

m) 등과 함께 영남의 알프스로 불린다. 특히 가지산은 1979년

11월에 영취산, 천성산(812m) 등과 함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

었으며, 많은 사찰과 보물 및 천연기념물을 지니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지산도립공원은 기존에 식물상 조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 중 최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인택 등(1998)이

가지산의 식물상으로 113과 388속 730분류군을, 박재홍(2001)

은 고헌산이 포함된 가지산의 식물상으로 89과 288속 404분류

군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재홍과 박지극(2003)은 가지산 인근

에있는신불산과천황산일대의식물상으로 76과 152속 233분

류군을, 최근 김중현 등(2010)이 가지산의 식물상으로 106과

314속 573분류군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가

지산의 식물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통도사 지구 주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지산도립공원 중 통도사 지구의 식물상

을 조사 및 분석하여 주변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와 함께

자생식물의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의 식물상은 2013년 7월 10일부

터 13일까지 총 4일 동안 수행하였으며, 통도사 사찰경내와 주

변의 암자 및 산림의 일부를 대상으로 탐방로 및 등산로를 따

라양안 10m 내에목측이가능한범위에서현장조사를실시하

였다(그림 1 참조).

식물에 대한 배열순서와 학명의 기재는 국립수목원과 한국

식물분류학회(2007)의 Engler 분류체계(Melchior, 1964)에 따

라정리하였으며, 가능한현지에서동정을하되, 동정이불가능

한 식물들은 채집하여 이우철(1996)과 이창복(2003) 및 이영

노(2006)의 문헌을 바탕으로 동정하였다. 또한, 조경식재종은

국립수목원(2016)의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을 참고하였다. 본

대상지에서 확인된 희귀식물은 산림청과 국립수목원(2008)의

목록에따라구분하였다. 특산식물은국립수목원(2005)의 문헌

을 적용하였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제2차 전국자연환

경조사 지침에 따라 정리하였다(김철환, 2000). 귀화식물은 이

유미등(2011)의 문헌을기준으로하였으며, 원산지, 귀화도및

이입시기를 기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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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단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소계

양치식물 5 10 14 - 1 - 15

나자식물 5 11 18 - 1 - 19

피자식물 102 225 289 4 23 7 323

쌍자엽식물 88 187 245 4 17 7 273

단자엽식물 14 38 44 - 6 - 50

합계 112 246 321 4 25 7 357

표 1.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 일대의 관속식물상 현황

학명-국명 등급 비고

Prunus yedoensis Matsumura 왕벚나무 CR 식재

Taxus cuspidata S. et Z. 주목
VU 식재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모감주나무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LC

야생

Chionanthus retusa Lindl. et Paxton 이팝나무

식재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Streptopus ovalis (Ohwi) F. T. Wang ＆ Y. C. Tang 금강애기나리

표 2.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의 희귀식물통도사지구의식물상은 112과 245속 300종 3아종 43변종 11

품종으로 총 357분류군(taxa)이 확인되었다(표 1 참조). 양치

식물은 5과 10속 14종 1변종등 15분류군(4.2%), 나자식물은 5

과 11속 18종 1변종등 19분류군(5.3%), 피자식물은 102과 225

속 289종 4아종 23변종 7품종등 323분류군(90.5%)이며, 이 중

쌍자엽식물은 88과 187속 245종 4아종 17변종 7품종 등 273분

류군(84.5%), 단자엽식물은 14과 38속 44종 6변종등 50분류군

(15.5%)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많은 분류군을 가진 과는

국화과 32분류군(8.9%), 장미과 22분류군(6.2%), 콩과 18분류

군(5.0%) 순으로 나타났다.

인근 산지의 식물상과 비교해 보면, 천황산 442분류군(고성

철 등, 2013), 천태산 272분류군(오현경과 유주한, 2012), 운문

산 605분류군(박선주 등, 2010), 정족산․영취산 등 중북부지

역 427분류군(한종원 등, 2010), 천성산 588분류군(신현탁과

이재윤, 2009) 등으로 나타나, 천태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물

상이 많았다. 이는 대부분 지역들이 산지를 중심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낮은 구릉지, 산림가장자리, 교란지 등과 함께 통도

사 지구 주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통도사 지구의 식물사회학적 특성은 주로 소나무-갈참나무

군락, 개서어나무군락, 소나무-개서어나무군락, 소나무-굴참나

무군락 등이 분포하였으며(이상철 등, 2014), 소나무에서 참나

무류로천이가활발히진행되는것으로관찰되었다. 또한, 군락

하부에는 때죽나무, 초피나무, 청가시덩굴, 진달래, 철쭉, 비목

나무, 생강나무, 쇠물푸레나무, 조록싸리, 싸리 등이 혼재하였

다.

2. 희귀식물

희귀식물은 왕벚나무(식재), 주목(식재), 모감주나무(식재),

등칡, 이팝나무(식재), 섬초롱꽃(식재), 금강애기나리(식재) 등

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왕벚나무는 멸종위기종(CR), 주목

및 모감주나무는취약종(VU), 등칡, 이팝나무, 섬초롱꽃, 금강

애기나리는 약관심종(LC)이다(표 2 참조). 이 중 등칡만 야생

으로 확인되어 생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종들

은 통도사 지구에서 인위적인 식재종으로 큰 의미는 없다. 등

칡은우리나라경상북도이북에서자라는낙엽만경목인데, 경

남 양산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

다. 이 식물은 IUCN 평가기준에따른약관심종으로강원도냇

가나계곡부에서는흔히볼수있으나, 남부지방에서는개체수

가 많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칡으로 오인 받아 제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희귀식물이다.

등칡은 강원이북, 경북, 소백산 이북에 분포하고, 꽃모양이

특이하고, 덩굴식물특성으로조경용으로잘어울릴 뿐만아니

라 약용자원으로도 사용되며, 개체수는 풍부하나 산지개발 등

으로 자생지 감소 가능성이 있다(김무성, 2003). 본 대상지 중

반야암 계곡 주변에서 3개체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등칡의 보

전을 위해 지자체나 통도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특산식물

특산식물은 섬초롱꽃(식재), 해변싸리, 노각나무, 오동나무,

병꽃나무, 벌개미취(식재), 좀비비추(식재) 등 7분류군이 확인

되었는데, 해변싸리, 노각나무, 병꽃나무는 야생종으로 확인되

었으며, 오동나무는 사찰이나 민가에서 과거 식재했던 개체에

서 발생된 후세목이 야생상태로 나타났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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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생육지 비고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노각나무 계곡부 야생

Lespedeza maritima Nakai 해변싸리 능선사면부 야생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산림가장자리 야생

Weigela subsessilis L. H. Bailey 병꽃나무 계곡부 야생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화단 식재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화단 식재

Hosta minor (Bak.) Nakai 좀비비추 화단 식재

표 3.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의 특산식물

등급 학명-국명 비고

Ⅴ
Prunus yedoensis Matsumura 왕벚나무 식재

Houttuynia cordata Thunb. 약모밀 식재

Ⅳ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식재

Arachniodes aristata Tindale 가는쇠고사리 야생

Wisteria floribunda DC. 등 야생

Nuphar pumilum (Timm.) DC. 왜개연꽃 야생

Ⅲ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모감주나무 식재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야생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식재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식재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야생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노각나무 야생

Camellia sinensis L. 차나무 식재

Fatsia japonica Decne. & Planch. 팔손이나무 식재

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새비나무 야생

표 4.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의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이중병꽃나무는산지에서많이자생하며, 특히산림가장자

리에서군락을형성하는대표적인식물이다. 이 식물은내음성,

내한성, 내척박성이 좋아 정원수, 공원수, 밀원수 뿐만 아니라,

산지복구용으로도 이용가치가 좋다(최명섭, 2000; 이희두 등,

2002) 또한, 노각나무는 6～7월의 백색 꽃, 가을의 적색 단풍,

광택이 나는 수피 등으로 관상가치가높고, 내한성, 내음성, 내

공해성이 좋아 가로수, 공원수로 적합하다(권혜진과 송호경,

2008). 따라서 이들은 관상가치가 높은 현지 자생종이며, 특히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특산식물이므로 향후 통도사 내외부의

화단용및 가로용식재종으로활용하면 좋을 것으로생각된다.

4.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Ⅴ등급에 왕벚나무(식재), 약모밀

(식재) 등 2분류군, Ⅳ등급에 섬초롱꽃(식재), 가는쇠고사리,

등, 왜개연꽃등 4분류군, Ⅲ등급에모감주나무(식재), 등칡, 향

나무(식재), 돌단풍(식재), 꽝꽝나무, 노각나무, 차나무(식재),

팔손이나무(식재), 새비나무등 9분류군, Ⅱ등급에주목(식재),

금강애기나리(식재), 동자꽃, 매발톱(식재) 등 4분류군, Ⅰ등급

에 이팝나무(식재), 쇠고비, 돌담고사리, 거미고사리, 전나무

(식재), 잣나무(식재), 굴참나무, 금낭화(식재), 돈나무(식재),

회양목(식재), 대팻집나무, 사철나무, 동백나무, 송악, 오갈피나

무, 자금우, 노랑어리연꽃, 좀비비추(식재) 등 18분류군으로,

총 3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 중 생태적 특이성이 높은 Ⅲ～

Ⅴ등급은 총 15분류군이며, 식재종은 8분류군, 야생종은 7분류

군이다(표 4 참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각 지역에 따른 식물상의 고유성

정도에 따라 식물지리학적 범주를 구분하며, 자연환경의 중요

성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김철환, 2000). 본 지역의 경우 생태

적특이성이높은 15분류군중식재종이절반이상을차지하여

지역의 생태적 특이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5. 귀화식물

귀화식물은약모밀, 닭의덩굴, 흰명아주, 좀명아주, 미국자리

공, 끈끈이대나물, 다닥냉이, 아까시나무, 토끼풀, 큰땅빈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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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속성정보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Houttuynia cordata Thunb. 약모밀 아시아 1 2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유럽 3 1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유라시아 5 1

Chenopodium ficifloium Smith 좀명아주 유럽 5 1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북아메리카 3 3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유럽 2 1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북아메리카 3 1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북아메리카 5 1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유럽 5 1

Euphorbia maculata L. 큰땅빈대 북아메리카 4 2

Euphorbia supina Rafin. 애기땅빈대 북아메리카 5 1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아시아 5 1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북아메리카 5 1

Physalis angulata L. 땅꽈리 열대아메리카 4 1

Symphytum officinale L. 컴프리 유럽 3 3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북아메리카 5 2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북아메리카 4 3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북아메리카 5 3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북아메리카 5 3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북아메리카 5 1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북아메리카 3 2

Cosmos sulphureus Cav. 노랑코스모스 북아메리카 2 2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북아메리카 3 3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북아메리카 5 1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 열대아메리카 3 3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북아메리카 3 1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유럽 5 1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 남아메리카 4 3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유럽 5 1

Bromus unioloides H. B. & K. 큰이삭풀 남아메리카 4 3

Tradescantia reflexa Rafin. 자주닭개비 북아메리카 1 1

표 5.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의 귀화식물

기땅빈대, 가죽나무, 달맞이꽃, 땅꽈리, 컴프리, 뚱딴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개망초, 망초, 붉은서나물, 개쑥

갓, 미국가막사리, 털별꽃아재비, 코스모스, 노랑코스모스, 만수

국아재비, 서양민들레, 큰이삭풀, 자주닭개비 등 31분류군이며,

약모밀, 컴프리, 뚱딴지, 자주닭개비는주변에서식재된개체가

확산된것으로생각된다. 또한, 생태계 교란야생식물은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등 3분류군이확인되었다(표 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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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경우, 북아메리카 17분류군(54.8%), 유럽 7분류군

(22.6%), 아시아․열대아메리카․남아메리카 각 2분류군(6.5

%), 유라시아 1분류군(3.2%)이며, 귀화도의 경우, 1등급 및 2

등급 각 2분류군(6.5%), 3등급 8분류군(25.8%), 4등급 5분류

군(16.1%), 5등급 14분류군(45.2%)이다. 또한, 이입시기의 경

우, 1기는 17분류군(54.8%), 2기는 5분류군(16.1%), 3기는 9분

류군(29.0%)이다.

따라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기는 1

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국적인 확산 예상종에 해당되는 귀

화도 4등급이상, 이입시기 3기인식물은단풍잎돼지풀, 미국쑥

부쟁이, 미국가막사리, 만수국아재비, 큰이삭풀 등 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이 중 만수국아재비는 과거 쓰레기풀로 알려졌으

며, 관상용 목적으로 재배하였고, 남부지방에서만 자생하였으

나(홍철운 등, 2001), 우리나라 전체 밭경작지에서 만수국아재

비가 출현하여(김명현 등, 2016)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조경용 및 관상용 목적으로 사용된 외래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야생에서 빠르게 번식할 경우 생태계에 충격

을줄수있기때문에, 식재시외래식물의생태적특성을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가지산도립공원 통도사 지구 일대에 분포하는 관

속식물상을조사및분석하여지역산림환경의보전및관리를

위한기초자료제공에목적이있다. 식물상은 112과 246속 321

종 4아종 25변종 7품종으로총 357분류군(taxa)이며, 양치식물

은 5과 15분류군, 나자식물은 5과 19분류군, 피자식물 중 쌍자

엽식물은 88과 273분류군, 단자엽식물은 14과 50분류군으로 나

타났다. 희귀식물은 왕벚나무(식재), 주목(식재), 모감주나무

(식재), 등칡, 이팝나무(식재), 섬초롱꽃(식재), 금강애기나리

(식재) 등 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왕벚나무, 주목, 모감주나

무, 이팝나무, 섬초롱꽃, 금강애기나리는식재된것으로생태적

중요성은 낮았다. 보전등급의 경우, 멸종위기종은 1분류군, 취

약종은 2분류군, 약관심종은 4분류군이다.

특산식물은 섬초롱꽃(식재), 해변싸리, 노각나무, 오동나무,

병꽃나무, 벌개미취(식재), 좀비비추(식재) 등 7분류군이며, 해

변싸리, 노각나무, 오동나무, 병꽃나무는 야생종이다. 이러한

특산식물은 지역 고유의유전형질을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의 고유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식물자원이

다.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은 37분류군으로, Ⅴ등급은 2분류군,

Ⅳ등급은 4분류군, Ⅲ등급에 9분류군, Ⅱ등급은 4분류군, Ⅰ등

급은 18분류군이며, 이 중 생태적 특이성이높은Ⅲ～Ⅴ등급은

총 15분류군으로 나타났으나, 절반이상식재된것으로추정되

어 생태적 특이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귀화식물은 약모밀, 가죽나무, 달맞이꽃, 땅꽈리, 컴프리, 개

망초, 망초, 붉은서나물, 개쑥갓, 만수국아재비, 서양민들레, 큰

이삭풀, 자주닭개비 등 31분류군이며, 생태계 교란야생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등 3분류군이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기는 1기가 가장 많았다.

귀화도 4등급 이상이면서 이입시기 3기인 식물은 단풍잎돼지

풀,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 만수국아재비, 큰이삭풀 등 5

분류군으로 이들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예상되는 식물

이다.

본 연구는가지산도립공원통도사지구의식물상을조사, 분

석하였으나향후, 다양한경로, 지형이포함되도록설정하여다

양한 식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며, 식생조사를

통해 산림의 전체적인 종조성과 식물사회학적 자료를 확보하

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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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학명-국명

Equisetaceae 속새과 Houttuynia cordata Thunb. 약모밀*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Salicaceae 버드나무과 

Osmundaceae 고비과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Pteridaceae 고사리과 Juglans regia Dode 호두나무*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A. Heller 고사리 Betulaceae 자작나무과 

Aspidiaceae 면마과 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서어나무

Arachniodes aristata (G. Forst.) Tindale 가는쇠고사리 Carpinus tschonoskii Maxim. 개서어나무

Athyrium brevifrons Kodama ex Nakai 참새발고사리 Fagaceae 참나무과 

Athyrium yokoscense (Fr. et Sav.) H. Christ 뱀고사리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Athyt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Quercus aliena Bl. 갈참나무 

Cyrtomium fortunei J. Smith 쇠고비 Quercus serrata Thunb. ex Murray 졸참나무

Dryopteris bissetiana (Baker) C. Chr. 산족제비고사리 Quercus variabilis Bl. 굴참나무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 Ulmaceae 느릅나무과 

Dryopteris saxifraga H. Ito 바위족제비고사리 Celtis jessoensis Koidz. 풍게나무 

Thelypteris palustris (Salisb.) Schott 처녀고사리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Zelkova serrata Makino 느티나무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Moraceae 뽕나무과 

Asplenium sarelii Hooker 돌담고사리 Fatoua villos (Thunb.) Nakai 뽕모시풀 

Camptosorus sibiricus Rupr. 거미고사리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Ginkgoaceae 은행나무과 Cannabinaceae 삼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Humulus japonicus S. et Z. 환삼덩굴

Taxaceae 주목과 Urticaceae 쐐기풀과 

Taxus cuspidata S. et Z. 주목* Boehmeria ongispica Steud. 왜모시풀 

Pinaceae 소나무과 Boehmeria spicata Thunb. 좀깨잎나무 

Abies holophylla Max. 전나무*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Cedrus deodara (Roxb.) Loudon 개잎갈나무* 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등칡

Picea abies (L.) H. Karst. 독일가문비* Polygonaceae 마디풀과 

Pinus bungeana Zucc. ex Endl. 백송*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 반송* Fallopia japonica (Houtt.) Ronse Decr. 호장근 

Pinus densiflora S. et Z. 소나무 Persicaria hydropiper (L.) Spach 여뀌 

Pinus koraiensis S. et Z. 잣나무* Persicaria longiseta Kitagawa 개여뀌 

Taxodiaceae 낙우송과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며느리배꼽 

Sciadopitys verticillata (Thunb.) Siebold & Zucc. 금송* 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 Hara 장대여뀌 

Cryptomeria japonica (L. fil.) D. Don 삼나무* Persicaria senticosa (Meisn.) H. 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고마리 

Chamaecyparis obtusa (S. et Z.) Endl. 편백*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Chamaecyparis pisifera (S. et Z.) Endl. 화백* Rumex japonicus Houtt. 참소리쟁이 

Chamaecyparis pisifera‘Snow’화백‘스노우’* Chenopodiaceae 명아주과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Juniperus chinensis‘Globosa’옥향* Chenopodium ficifloium Smith 좀명아주 

Juniperus chinensis var. horizontalis Nakai 뚝향나무* Amaranthaceae 비름과 

Juniperus chinensis‘Kaizuka’. 가이즈까향나무*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Thuja occidentalis‘Aureo’황금서양측백* Phytolaccaceae 자리공과 

Saururaceae 삼백초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부록 1. 통도사 지구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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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uginaceae 석류풀과 Hylotelephium erythrostictum (Miq.) H. Ohba 꿩의비름

Lampranthus spectabilis N. E. Br. 송엽국* Sedum polystichoides Hemsl. 바위채송화 

Portulacaceae 쇠비름과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Portulaca grandiflora Hooker 채송화* Saxifragaceae 범의귀과 

Caryophyllaceae 석죽과 Astilbe rubra Hook. f. & Thomson 노루오줌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Mizushima 점나도나물 Deutzia uniflora Shirai 매화말발도리 

Lychnis cognata Max. 동자꽃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수국*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Mukdenia rossii (Oliv.) Koidz. 돌단풍*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 Pittosporaceae 돈나무과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Pittosporum tobira (Thunb.) W. T. Aiton 돈나무*

Nymphaeaceae 수련과 Rosaceae 장미과 

Nelumbo nucifera Gaertner 연꽃*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Nuphar pumilum (Timm.) DC. 왜개연꽃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모과나무*

Nuphar pumilum var. ozeense (Miki) Hara 남개연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산당화*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Fragaria ananassa Duchesne 딸기*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 Kerria japonica for. pleniflora (Witte) Rehder 죽단화* 

Clematis apiifolia A. P. DC. 사위질빵 Malus pumila Mill. 사과나무*

Paeonia lactiflora Pall. 작약* Photinia glabra (Thunb.) Max. 홍가시나무*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 할미꽃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 살구나무*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

Akebia quinata (Thunb.) Decne. 으름덩굴 Prunus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Prunus persica var. densa Makino 남경도*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Prunus tomentosa Thunb. 앵도나무*

Menispermaceae 방기과 Prunus verecunda (Koidz.) Koehne 개벚나무 

Cocculus tri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Prunus yedoensis Matsumura 왕벚나무*

Magnoliaceae 목련과 Pyracantha angustifolia Schneid. 피라칸다*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

Magnolia grandiflora L. 태산목* 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덩굴장미* 

Magnolia liliflora Desr. 자목련*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Magnolia obovata Thunb. 일본목련* Sorbus alnifolia (S. et Z.) K. Koch. 팥배나무 

Lauraceae 녹나무과 Spiraea japonica L. fil. 일본조팝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Lindera glauca (Siebold & Zucc.) Blume 감태나무 Leguminosae 콩과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Fumariaceae 현호색과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 Ohashi 새콩 

Corydalis speciosa Max. 산괴불주머니 Cercis chinensis Bunge 박태기나무*

Dicentra spectabilis (L.) Lem. 금낭화*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Cruciferae 십자화과 Kummerowia stipulacea (Max.) Makino 둥근매듭풀 

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 냉이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Lespedeza cuneata G. Don 비수리 

Crassulaceae 돌나물과 Lespedeza cyrtobotrya Miq. 참싸리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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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pedeza maritima Nakai 해변싸리 Aceraceae 단풍나무과 

Lespedeza maximowiczii C. K. Schneid. 조록싸리 Acer palmatum‘Oshio-Beni’홍단풍‘오시오베니’*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Acer palmatum var. dissectum Dissectum Atropurpureum Group 

    공작단풍 디섹툼 아트로푸르푸레움 그룹*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고로쇠나무 

Senna tora (L.) Roxb. 결명자* Acer pseudosieboldianum (Paxton) Kom. 당단풍나무 

Sophora flavescens Solander ex Aiton 고삼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Sapindaceae 무환자나무과 

Vicia nipponica Matsumura 네잎갈퀴나물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모감주나무*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Rhamnaceae 갈매나무과 

Geraniaceae 쥐손이풀과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대추나무*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Vitaceae 포도과 

Oxalidaceae 괭이밥과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 et Z.) Planch. 담쟁이덩굴 

Tropaeolaceae 한련과 Tiliaceae 피나무과 

Tropaeolum majus L. 한련* Tilia miqueliana Max. 보리자나무*

Balsaminaceae 봉선화과 Malvaceae 아욱과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Sterculiaceae 벽오동과 

Euphorbiaceae 대극과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수까치깨 

Acalypha australis L. 깨풀 Theaceae 차나무과 

Euphorbia maculata L. 큰땅빈대 Camellia japonica L. 동백나무 

Euphorbia supina Rafin. 애기땅빈대 Camellia sinensis L. 차나무*

Sapium japonicum (Siebold & Zucc.) Pax & Hoffm. 사람주나무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노각나무 

Buxaceae 회양목과 Violaceae 제비꽃과 

Buxus koreana for. elongata (Nakai) Kim & Kim 긴잎회양목*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 Maek. ex Hara 남산제비꽃 

Buxus microphylla var.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Viola japonica Langsd. ex Ging. 왜제비꽃 

Rutaceae 운향과 Viola keiskei Miq. 잔털제비꽃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산초나무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Viola verecunda A. Gray 콩제비꽃

Aquifoliaceae 감탕나무과 Begoniaceae 베고니아과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Begonia evansiana Andrews 베고니아*

Ilex crenata var. microphylla Maxim. ex Matsum. 좀꽝꽝나무 Cucurbitaceae 박과 

Ilex macropoda Miq. 대팻집나무 Cucurbita moschata Duchesne 호박*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Luffa cylindrica Roem. 수세미오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Thymeleaceae 팥꽃나무과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Daphne odora Thunb. 서향*

Euonymus japonica Thunb. 사철나무 Edgeworthia chrysantha Lindl. 삼지닥나무* 

Euonymus japonicus‘Ovatus Aureus’황금사철나무*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Staphyleaceae 고추나무과 Elaeagnus multiflora Thunb. 뜰보리수*

Staphylea bumalda DC. 고추나무 Lythraceae 부처꽃과 

Anacardiaceae 옻나무과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Rhus javanica L. 붉나무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부처꽃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Punicaceae 석류과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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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ca granatum L. 석류* Nymphoides peltata (J. G. Gmelin) Kuntze 노랑어리연꽃 

Onagraceae 바늘꽃과 Apocynaceae 협죽도과 

Circaea mollis Slebold & Zucc. 털이슬 Catharanthus roseus (L.) G. Don 일일초* 

Gaura lindheimeri Engelm. & A. Gray 백접초*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마삭줄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Araliaceae 두릅나무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Aralia elata (Miq.) Seemann 두릅나무 Convolvulaceae 메꽃과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 Y. Hu 오갈피나무 Calystegia hederacea Wall. 애기메꽃 

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팔손이나무*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Hedera rhombea (Miq.) Bean 송악 Polemoniaceae 꽃고비과 

Umbelliferae 산형과 Phlox paniculata L. 풀협죽도* 

Ledebouriella seselodeds (Hoffm.) Wolff 방풍* Phlox subulata L. 지면패랭이꽃* 

Cornaceae 층층나무과 Solanaceae 가지과 

Aucuba japonica for. variegata (Dombrain) Rehder 금식나무* Lycopersicon esculentum Mill. 토마토*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층층나무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 (Masters) Hort. 꽈리*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Physalis angulata L. 땅꽈리 

Pyrolaceae 노루발과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Solanum nigrum L. 까마중

Ericaceae 진달래과 Phrymaceae 파리풀과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ara 파리풀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Borraginaceae 지치과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 철쭉 Symphytum officinale L. 컴프리 

Myrsinaceae 자금우과 Verbenaceae 마편초과 

Ardisia japonica (Thunb.) Blume 자금우 Callicarpa dichotoma (Lour.) K. Koch 좀작살나무 

Primulaceae 앵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 Callicarpa mollis Siebold & Zucc. 새비나무 

Lysimachia japonica Thunb. 좀가지풀 Labiatae 꿀풀과 

Ebenaceae 감나무과 Agastache rugosa (Fisch. et Meyer) O. Kuntze 배초향

Diospyros kaki Thunb. 감나무* Clinopodium chinense var. parviflorum (Kudo) Hara 층층이꽃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향유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Nak.) Ohwi 노린재나무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Kudo 소엽 

Styracaceae 때죽나무과 Scrophulariaceae 현삼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Mazus pumilus (Burm. f.) Steenis 주름잎 

Styrax obassia S. et Z. 쪽동백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Oleaceae 물푸레나무과 Bignoniaceae 능소화과 

Chionanthus retusa Lindl. et Paxton 이팝나무* 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 능소화*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Fraxinus sieboldiana Bl. 쇠물푸레나무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Ligustrum obtusifolium S. et Z. 쥐똥나무 Plantaginaceae 질경이과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 목서*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Osmanthus heterophylla (G. Don) P. S. Green 구골나무* Rubiaceae 꼭두서니과 

Syringa pubescens subsp. patula‘Miss Kim’미스김라일락*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나무* 

Syringa vulgaris L. 서양수수꽃다리 Paederia scandens (Lour.) Merr. 계요등 

Menyanthaceae 조름나물과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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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ssa japonica (Thunb.) Thunb. 백정화*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Caprifoliaceae 인동과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Abelia xgrandiflora (Rovelli ex Andre) Rehder 꽃댕강나무* Alismataceae 택사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 Alisma canaliculatum A. Br. & Bouche 택사 

Viburnum carlesii Hemsl. 분꽃나무 Gramineae 벼과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Agropyron ciliare (Trin.) Fr. 속털개밀 

Viburnum erosum Thunb. 덜꿩나무 Bromus unioloides H. B. & K. 큰이삭풀 

Viburnum opulus for. hydrangeoides (Nakai) Hara 불두화*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Weigela florida for. subtricolor Nak. 삼색병꽃나무*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 돌피 

Weigela subsessilis L. H. Bailey 병꽃나무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Campanulaceae 초롱꽃과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 Beauv. 주름조개풀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Paspalum thunbergii Kunth ex Steud. 참새피 

Codonopsis lanceolata (S. et Z.) Trautv. 더덕    Phragmites japonica Steud. 달뿌리풀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 Dc. 도라지 Phyllostachys bambusoides S. et Z. 왕대* 

Compositae 국화과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오죽*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솜대*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Poa annua L. 새포아풀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이대 

Artemisia princeps Pamp. 쑥 Sasa borealis (Hack.) Makino 조릿대 

Aster ageratoides Turcz. 까실쑥부쟁이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Cyperaceae 사초과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Carex leiorhyncha C. A. Meyer 산괭이사초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Carex forficula var. forficula Franch. & Sav. 산뚝사초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국화* Carex humilis var. nana (H. 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Scirpus triangulatus Roxb. 송이고랭이 

Cosmos sulphureus Cav. 노랑코스모스* Araceae 천남성과 

Crepidiastrum chelidoniifolium (Makino) Pak & Kawano 까치고들빼기 Colocasia esculenta (L.) Schott 토란*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 Pinellia ternata (Thunb.) Breitenb. 반하 

Erechtites hieracifolia Raf. 붉은서나물 Lemnaceae 개구리밥과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Spirodela polyrhiza (L.) Sch. 개구리밥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Helianthus annuus L. 해바라기*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Tradescantia reflexa Rafin. 자주닭개비* 

Hemistepta lyrata Bounge 지칭개 Pontederiaceae 물옥잠과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 Eichhornia crassipes (Mart.) Solms 부레옥잠* 

Ixeris debilis (Thunb.) A. Gray 벋음씀바귀 Liliaceae 백합과 

Ixeris stolonifera A. Gray 좀씀바귀 Disporum smilacinum A. Gray 애기나리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Hemerocallis fulva var. longituba (Miq.) Maximowiczii 홑왕원추리* 

Lactuca sativa L. 상추* Hosta longipes (Fr. et Sav.) Matsumura 비비추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 Hosta minor (Bak.) Nakai 좀비비추*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Hosta plantaginea Aschers. 옥잠화*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Makino 털진득찰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 Lilium tsingtauense Gilg 하늘말나리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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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맥문동 Dioscorea bulbifera L. 둥근마 

Liriope spicata (Thunb.) Lour. 개맥문동 Iridaceae 붓꽃과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 Iris pseudoacorus L. 노랑꽃창포* 

Polygonatum sibiricum Delar 층층갈고리둥굴레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Rohdea japonica (Thunb.) Roth 만년청 Musaceae 파초과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Musa basjoo Siebold & Zucc. 파초* 

Streptopus ovalis (Ohwi) F. T. Wang & Y. C. Tang 금강애기나리* Orchidaceae 난초과 

Agavaceae 용설란과 Spiranthes sinensis (Pers.) Ames 타래난초 

Yucca filamentosa L. 실유카* Arecaceae 종려과 

Dioscoreaceae 마과 Trachycarpus wagnerianus Hort. ex Becc. 당종려* 

Dioscorea batatas Decne. 마 * 식재종

부록 1.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