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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피저수지(경북 경주)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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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cular�Plants�Distributed�in�Yangpi�Reservoir�(Gyeongju,�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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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systematically manange the natural and historic landscape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of Yangpi Reservoir located in Namsan Area, Gyeongju National Park.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numbers of vascular plants are summarized as 183 taxa including 62 families, 140 genera, 165 species, 1 subspecies, 12

varieties, 2 forms, 1 hybrid and 2 cultivars, and the planted species are 35 taxa. The 3 taxa of rare plants(Taxus cuspidata,

Prunus yedoensis and Campanula takesimana) and Korean endemic plants(Populus tomentiglandulosa, Forsythia koreana
and Campanula takesimana), respectively, and 7 taxa of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are investigated. The naturalized

plants are 38 taxa, the invasive aline plants are 3 taxa including Ambrosia artemisiifolia, Aster pilosus and Lactuca scariola.

The hydrophytes are totally 22 taxa, which are 14 taxa of emergent plants, 4 floating-leaved plants, 1 taxon of free-floating

plant and 3 taxa of submerge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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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주변에 위치한양피저수지의 관속식물상을조사 및분석하여자연 및역사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속식물상은 62과 140속 165종 1아종 12변종

2품종 1잡종 2재배품종 등 183분류군이며, 인위적 식재종은 35분류군이다. 희귀식물은 3분류군(주목, 왕벚나무, 섬초롱꽃),

한국특산식물도 3분류군(은사시나무, 개나리, 섬초롱꽃),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7분류군이 조사되었다. 귀화식물은

38분류군이며,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3분류군이다. 수생식물은 22분류군으로, 정수식물

14분류군, 부엽식물 4분류군, 침수식물 3분류군, 부유식물 1분류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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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호소는 19,036개소로서 다목적 댐 21개소, 용수

전용 댐 54개소, 발전용 댐 12개소, 하구둑 및 담수호 12개소,

홍수전용 댐 2개소, 다기능보 16개소, 농업용 중소형 저수지

17,310개소로, 대부분이 저수지이다(한정호 등, 2018). 이러한

저수지는 하천 계곡에 댐이나 제방을 축조하여 저류한 인공적

인 수생태계로, 용수공급, 수력발전, 유량조절, 유로변경, 위락

목적을가지는데(김기환등, 2012), 호소습지중하나로서유수

를저장및조절하는인공시설이며,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해

축조된 저류시설로서 오늘날 습지생태계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오현경 등, 2011).

이에 저수지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공간이지만 다양한 수

생식물군락과 이들에 의해 형성된 수변경관이 조화되어 경관

생태학적인가치가있으며, 저수지 내 탐방로를조성하여휴양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근래 벼농사를 포함한 농업생산활

동이 쇠퇴하면서 과거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과 기능도

감소하여 축조 목적과 달리 저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저수지를 친수, 생태교육 등으로

활용하고자다양한시설물의도입, 동선개설과포장, 조경식물

의 식재를 통해 공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이

용적측면에서긍정적인영향을가지나, 생태적 측면에서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저수지는 홍수조절, 수질정

화, 휴양의 기능과함께다양한생물이서식하는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가지기때문에이용과보전측면을모두고려해야한

다(김도성 등, 2014).

또한, 저수지는습지가가지는습윤토양, 습지식생, 습지수문

모두를가지고있으며, 간혹인공습지유형으로도분류된다(김

귀곤, 2003). 따라서 저수지는 영구적으로 저류되는 정체수역

의 공간이 아닌 유입과 유출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

기적인 환경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으로, 하천환경과 일부

유사한측면을가지고있다. 그러나저수지는생활하수, 축산폐

수,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에 의해 수질오염과 부

영양화가가속화되어 생태계에영향을미치고있다(한정호 등,

2009). 따라서 저수지는공간적, 생태적, 환경적 변화가지속적

으로 발생되므로 인해 보전이 필요한 동시에 친수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개발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기초 정보의 수집

이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에저수지의생태정보수집중식물상과관련된동향을살

펴보면, 궁산저수지(오현경 등, 2011), 금풍저수지(김기환 등,

2012), 주남저수지(서정윤 등, 2012), 공검지(송임근과 박선주,

2013), 경산시저수지(성정원등, 2014), 천은저수지(오현경등,

2014), 학저수지(신현탁등, 2015) 등 다양한지역에대한연구

가 진행되어 저수지의 생태적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양피저수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

함과 동시에 생태공간으로서의 습지 기능 및 역사경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대상지인 양피저수지는 경북 경주시 남산동에 위치

해 있으며, 면적은 약 5,548m2의 평지형저수지로서(그림 1 참

조), 봄철은 왕벚나무, 여름철은 연꽃과 배롱나무의 개화경관

으로유명하지만, 인근에위치한서출지보다는비교적덜알려

져있다. 저수지북서쪽에산수당(山水堂)이입지해있으며, 서

쪽과 남쪽은 주로 민가와 펜션이, 동쪽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고, 저수지 제방에 탐방로와 데크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서

쪽은경주국립공원남산지구가있으며, 칠불암과고위봉(494m)

으로 가는 탐방코스 초입에 해당된다.

그림 2는 양피저수지의 주요 경관이다. A 경관과 C 경관은

저수지전체경관으로, 탐방로와데크전망대에서조망된것이

며, 대부분 연꽃 군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B 경관은 산수당으

로, 풍천임씨(豐川任氏)의 19세손 임극(任剋)이 경주 배반동

능지촌의 송암정(松庵亭)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산수당이라

편액하였으며, 1901년주손태순(泰淳)이 이요당(二樂堂) 정자

서쪽에정자를복원하였다. 그러나 위치와형태가적합하지않

아 1941년현재마을양피지(讓避池) 둔덕으로건물을신축이

전하였으며, 2007년 5칸팔작지붕으로중창하였고현재출입은

그림 1. 양피저수지의 위치현황
자료: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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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상태였다.

양피저수지는농업용저수지인동시에소류지형태를하고있

으며, 연꽃군락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생식물군락과 수변식생이

형성되어 생물서식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

주국립공원남산지구와인접해있어주변생태계와연결되는징

검다리의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본연구대상지로선정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조사는 2018년 5월 23일, 7월 31일, 2019년 9월 26일 총

3회에 걸쳐 계절별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제방 양사면,

수변, 탐방로, 건물, 주차장으로, 이는 다양한 환경에 생육하는

관속식물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지역에서 관찰된 식물종은 이창복(2003), 이영노(2006),

김진석 등(2018)의 도감을 사용하여 동정하였으며, 동정이 완

료된 식물의 국명과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과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6)에 따라 기재하였다. 최종 국명과 학명이 부여된 식물종

은부록 1과 같이 관속식물상목록을작성하였으며, 이는 양치

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쌍자엽식물, 단자엽식물)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류군 현황을 작성하였다. 또한 관속식물상 목록을

토대로 생태적 중요종에 해당되는 희귀식물(산림청과 국립수

목원, 2009), 한국특산식물(정규영 등, 2017), 식물구계학적 특

정식물(환경부, 2012)과 더불어 귀화식물(박수현, 2009; 이유

미 등, 2011; 김창기와 길지현, 2017)과 생태계 교란식물(국립

환경과학원, 2012)을파악하여생태적위해성과교란정도를파

악하고자 하였으며, 수공간의 지표종인 수생식물(김수남과 이

종석, 2003; 김태정과 강은희, 2004; 김유선, 2009)의 목록도

함께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분류군 현황

양피저수지 일대에서 분포하는 관속식물의 분류군 현황은

62과 140속 165종 1아종 12변종 2품종 1잡종 2재배품종등 183

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1과 1속 1종 1분류군(0.5%), 나자식물

은 3과 3속 2종 2재배품종 4분류군(2.2%), 피자식물중쌍자엽

식물은 49과 106속 127종 1아종 6변종 1품종 1잡종 136분류군

(74.3%), 단자엽식물은 9과 30속 35종 6변종 1품종 42분류군

(23.0%)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확인된관속식물 183분류군 중 식재종은 38분류군으로, 전체

분류군의약 20.8%에해당되었다. 식재종은산수당, 가로화단에

식재되어 있으며, 저수지 제방에는 느티나무(Zelkova serrata)

a. A 경관(남동향) b. B 경관(산수당) c. C 경관(북서향)

그림 2. 양피저수지 일대의 주요 경관현황

분류단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잡종 재배품종 소계

양치식물 1 1 1 - - - - - 1

나자식물 3 3 2 - - - - 2 4

피자식물 58 136 162 1 12 2 1 - 178

쌍자엽식물 49 106 127 1 6 1 1 - 136

단자엽식물 9 30 35 - 6 1 - - 42

합계 62 140 165 1 12 2 1 2 183

표 1. 양피저수지 일대의 분류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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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왕벚나무(Prunus yedoensis)가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수당 내부에는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남천(Nandina
domestica), 백목련(Magnolia denudata),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소나무(Pinus densiflora), 주목(Taxus cuspidata),실화
백(Chamaecyparis pisifera 'Filifera'), 산수유(Cornus officinalis),
외부 및 주차장에는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조각자나무(Gleditsia sinensis), 영산홍(Rhododendron indicum)
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가로화단에는 홍가시나무(Photinia
glabra), 일본조팝나무(Spiraea japonica), 꽝꽝나무(Ilex crenata),
접시꽃(Althaea rosea), 개나리(Forsythia koreana),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풀협죽도(Phlox paniculata), 꽃범의꼬리
(Physostegia virginiana), 꽃댕강나무(Abelia × grandiflora), 섬
초롱꽃(Campanula takesimana), 큰금계국(Coreopsis lanceolata),
인디언천인국(Gaillardia pulchella), 삼잎국화(Rudbeckia laciniata),
왕원추리(Hemerocallis fulva f. kwanso), 노랑꽃창포(Iris
pseudoacorus)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로화단의 특성 상 주
로 군식, 열식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식물재료는 다양하게 사

용되었다.

2. 생태적 중요종

생태적중요종의경우, 희귀식물은주목, 왕벚나무, 섬초롱꽃 3

분류군, 한국특산식물은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개나리, 섬초롱꽃 3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은 7분류군으로, Ⅴ등급은 왕벚나무 1분류군, Ⅳ등급은 섬

초롱꽃 1분류군, Ⅲ등급은 주목, 꽝꽝나무 2분류군, Ⅰ등급은

왕버들(Salix chaenomeloides),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회양목(Buxus koreana) 3분류군으로 나타났지만(표 2 참조).

은사시나무, 왕버들, 사철나무를제외하고, 모두식재종으로추

정되어 생태적 의의는 낮았다.

비록 식재된 종이지만 희귀식물, 한국특산식물, 식물구계학

적특정식물에해당되는섬초롱꽃은가로화단에서확인되었다.

은사시나무는 제방 하부 사면에서 소군락을 형성하였으며, 왕

버들은 저수호안, 사철나무는 제방에서 생육하였다. 특히 왕버

들은 저수지, 물가에 많이 분포하며, 수고 20m, 흉고직경 1m

이상 자라는 교목으로, 주왕산국립공원 주산지의 왕버들 군락

은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대표된다(한상열과 주성현, 2010). 본

지역의 왕버들도 저수호안을 기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불규

칙적으로 산재하였다. 따라서 왕버들 개체군을 적절히 관리한

다면 수변경관을 형성하는 주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귀화식물

본 지역에서 확인된 귀화식물은 닭의덩굴(Fallopia dume-
torum), 흰명아주(Chenopodium album), 달맞이꽃(Oenothera
biennis), 실망초(Conyza bonariensis), 개망초(Erigeron annuus),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등 38분류군이며,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가시상추(Lactuca scariola) 3분류군이 해당되
었다(표 3 참조).

원산지는유럽 14분류군(36.8%), 북아메리카 12분류군(31.6%),

남아메리카 5분류군(13.5%), 유라시아 및 열대아메리카 각 3

분류군(7.9%), 아시아 1분류군(2.6%), 귀화도는 2등급 5분류

군(13.2%), 3등급 10분류군(26.3%), 4등급 4분류군(10.5%), 5

등급 19분류군(50.0%), 이입 시기는 1기 18분류군(47.4%), 2

학명-국명 희귀식물 한국특산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1.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 - ●

2. Populus tomentiglandulosa T. B. Lee 은사시나무 - ● -

3.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 - ●

4.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 - ●

5.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 - ●

6.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 - ●

7. Buxus koreana Nakai ex T. H. Chung ＆ al. 회양목* - - ●

8.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 ● -

9.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 ● ●

* 식재종

표 2. 양피저수지 일대의 생태적 중요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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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원산지 귀화도 이입시기

1.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유럽 3 1

2.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유럽 5 1

3. Cerastium glomeratum Thuill. 유럽점나도나물 유럽 5 3

4.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유럽 2 1

5.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유라시아 5 1

6. Amaranthus patulus Bertol. 가는털비름 남아메리카 5 3

7. Brassica juncea (L.) Czern. 갓 아시아 5 1

8.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북아메리카 5 3

9. Thlaspi arvense L. 말냉이 유럽 3 1

10.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북아메리카 5 2

11.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유럽 5 1

12. Vicia dasycarpa Tenore 각시갈퀴나물 유럽 2 3

13.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북아메리카 5 1

14.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북아메리카 5 1

15.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열대아메리카 3 3

16. Ipomoea purpurea Roth 둥근잎나팔꽃 열대아메리카 3 1

17.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유라시아 3 1

18.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유라시아 5 2

19.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북아메리카 5 2

20.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북아메리카 4 3

21.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북아메리카 5 3

22.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남아메리카 4 3

23.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남아메리카 2 1

24.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북아메리카 5 1

25. Coreopsis lanceolata L. 큰금계국 북아메리카 2 2

26.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북아메리카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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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 유럽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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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Lactuca scariola L. 가시상추* 유럽 5 3

31.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유럽 3 1

32.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 남아메리카 4 3

33. Taraxacum laevigatum DC. 붉은씨서양민들레 유럽 3 3

34.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유럽 5 1

35. Agropyron repens (L.) P. Beauv. 구주개밀 유럽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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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Panicum dichotomiflorum Michx. 미국개기장 북아메리카 5 2

38. Poa pratensis L. 왕포아풀 유럽 5 1

*생태계 교란식물

표 3. 양피저수지 일대의 귀화식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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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6분류군(15.8%), 3기 14분류군(36.8%)으로분석되었다. 전국

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식물은 귀화도 4등급 이상이면서 이입시

기가 3기인 식물인데, 유럽점나도나물(Cerastium glomeratum),
가는털비름(Amaranthus patulus), 콩다닥냉이(Lepidium vir-
ginicum), 미국쑥부쟁이, 미국가막사리(Bidens frondosa), 울산
도깨비바늘(Bidens pilosa), 가시상추, 만수국아재비(Tagetes
minut), 큰이삭풀(Bromus unioloides) 9분류군이 해당되었다.
그림 3은 각시갈퀴나물, 구주개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

상추, 만수국아재비에 대한 화상자료이다.

귀화식물 중 각시갈퀴나물(Vicia dasycarpa)은 배수문이 있
는제방부근에서만집중적으로관찰되었으며, 데크펜스를덮

어 이용 시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속한 제거가 필요할 것

으로보였다. 또한구주개밀(Agropyron repens)은동쪽제방에
서대군락을형성하고있었으며, 억새(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군락과 경쟁상태로 보였으나, 일부 억새군락의

세력이 약한 지역은 거의 구주개밀군락이 우점한 상태로 나타

났다. 구주개밀은 목초용으로 도입되었다가 확산된 식물로서

본 지역으로 유입된 원인은 불명확하나, 이들 군락이 확산될

경우 억새와 같은 전형적인 가을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은 수변과 제방, 미국쑥부쟁이와

가시상추는제방에서주로분포하였으며, 가시상추는광범위하

게확산된상태였고, 주로 잡초제거가지속적으로이루지는제

방탐방로에서많이생육하였다. 이러한 가시상추는천이초기

단계에 출현하는 선구식물로서 1980년 처음 기재되었으며, 중

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생육범위가 확산되고 있고, 간섭과 교

란이발생되는지역을선호한다(김영하등, 2013). 따라서제방

탐방로는 이용객을 위한 잡초 제거, 이용에 따른 답압의 발생

등과같은간섭과교란에의해천이초기단계에해당되는조건

과 유사하여 가시상추가 번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생식물

수생식물은 흰꽃여뀌(Persicaria japonica), 고마리(Persicaria
thunbergii), 개구리자리(Ranunculus sceleratus), 연꽃(Nelumbo
nucifera), 수련(Nymphaea tetragona), 붕어마름(Ceratophyllum
demersum), 마름(Trapa japonica), 한련초(Eclipta prostrata),
검정말(Hydrilla verticillata), 말즘(Potamogeton crispus), 개피
(Beckmannia syzigachne), 물피(Echinochloa cursgalli var.
echinata), 나도겨풀(Leersia japonica), 갈풀(Phalaris arundi-
nacea), 갈대(Phragmites communis) 등 22분류군이며, 정수식
물은 14분류군(63.6%), 부엽식물은 4분류군(18.2%), 침수식물

은 3분류군(13.6%), 부유식물은 1분류군(4.5%)으로, 정수식물

이가장많았다(표 4; 그림 4 참조). 우점종의경우정수식물은

갈대와 애기부들(Typha angustifolia), 부엽식물은 연꽃, 침수식
물은말즘과붕어마름, 부유식물은개구리밥(Spirodela polyrhiza)
으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수질오염에 따라 수생식물의 생육형

태별우점종이변하는데, 조현석과조강현(2015)은 부영양화로

a. 각시갈퀴나물 b. 구주개밀 c. 돼지풀

d. 미국쑥부쟁이 e. 가시상추 f. 만수국아재비

그림 3. 양피저수지 일대의 주요 귀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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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탁도가 증가하면 침수식물은 쇠퇴하는 반면, 정수식물과

부엽식물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현재 본 지역에서 정수식물과

부엽식물이다른생육형에비해분류군이많았지만, 이러한 것

으로 수질오염을 단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수질오염 조

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지역에서 특이점은 노랑꽃창포와 연꽃으로, 노랑꽃창포

는 질소함량이 많은 토양에서 생육이 양호하며, 질소와 인 제

거에 효과가 있는 식물이다(서병수 등, 2004). 그러나 본 지역

의 노랑꽃창포는 생육적지인 수변이 아닌 화단에 식재되어 단

순한관상식물로의역할만하고있어, 향후수변으로이식하는

것이좋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본 지역에서가장큰면적의

군락을 형성하는 식물은 연꽃으로 나타났다.

연꽃은 대표적인 수생식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부터 종교

적활용, 약용과식용뿐만아니라, 양화소록에소개되는원예식

물로알려져전통조경소재로사랑받았지만, 최근저수지, 하천

변에 연꽃군락이 급속히 확산되어 생태적 위해성이 제기되고

있다(심우경, 2003; 홍석환과안미연, 2016). 그러나 상기 전술

한 생태적 위해성은 연꽃의 확산으로 조류의 서식공간이 축소

되는데기인한것이므로본지역의대표적인경관요소인연꽃

개화 경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생태계의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있도록 모니터링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수생식물은물에서생육하는식물로서수중생태계의

1차 생산자이며, 생물서식처 기능, 유기물 흡수, 중금속 제거

등으로 수자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임동옥 등, 2005),

다양한 수생식물군락은 수공간의 생태적 건강성과 경관의 다

양성을형성하는데매우큰의미를가진다. 그러나 수생식물은

학명-국명
생육형태

정수 식물 부엽 식물 부유 식물 침수 식물

1. Persicaria japonica (Meisn.) H. Gross ex Nakai 흰꽃여뀌 ● - - -

2.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고마리 ● - - -

3.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 - - -

4. Nelumbo nucifera Gaertn. 연꽃 - ● - -

5.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 - ● - -

6. Ceratophyllum demersum L. 붕어마름 - - - ●

7. Trapa incisa Siebold ＆ Zucc. 애기마름 - ● - -

8. Trapa japonica Flerow 마름 - ● - -

9. Eclipta prostrata (L.) L. 한련초 ● - - -

10. Hydrilla verticillata (L. f.) Royle 검정말 - - - ●

11. Potamogeton crispus L. 말즘 - - - ●

12. Iris pseudoacorus L. 노랑꽃창포* ● - - -

13.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 - - -

14. Echinochloa cursgalli var. echinata Honda 물피 ● - - -

15. Leersia japonica Makino 나도겨풀 ● - - -

16. Phalaris arundinacea L. 갈풀 ● - - -

17.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 - - -

18. Spirodela polyrhiza (L.) Sch. 개구리밥 - - ● -

19. Typha angustifolia 애기부들 ● - - -

20. Typha orientalis C. Presl 부들 ● - - -

22. Carex dimorpholepis Steud. 이삭사초 ● - - -

22. Cyperus difformis L. 알방동사니 ● - - -

* 식재종.

표 4. 양피저수지 일대의 수생식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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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에민감하며, 부영영화는수생식물의종다양성을감소

시키는데 수생식물 중 침수식물은 정수식물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임용석등, 2005). 현재본지역은비점오염원이나오폐

수 유입원이없어수질오염은발생하지 않을 것으로예상되나,

생태환경은 절대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생식물의

종구성 및 군락구조의 변화를 감시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주변의 양피저수

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친수공간의 활

용, 습지생태계의보전과역사경관유지에필요한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분류군 현황은 62과 140속 165종 1아종 12

변종 2품종 1잡종 2재배품종 등 183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1

과 1분류군, 나자식물은 3과 4분류군, 쌍자엽식물은 49과 136분

류군, 단자엽식물은 9과 42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산수당주변에는배롱나무, 능소화, 남천, 주목, 산수유, 영산

홍, 조각자나무 등, 가로화단에는 홍가시나무, 꽃범의꼬리, 치

자나무, 꽃댕강나무, 왕원추리, 풀협죽도등이식재되어있었으

며, 가로화단에는 군식, 열식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생태적 중

요종분석결과, 희귀식물은주목, 왕벚나무, 섬초롱꽃 3분류군,

한국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개나리, 섬초롱꽃 3분류군이었으

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경우 Ⅴ등급과 Ⅳ등급은 각 1분

류군, Ⅲ등급은 2분류군, Ⅰ등급은 3분류군으로 총 7분류군이

고, 생태적 특이성이높은Ⅲ∼등급은모두식재종이므로생태

적 의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귀화식물은 닭의덩굴, 달맞이꽃, 서양민들레 등 38분류군이

었으며,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3

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원산지는 유럽,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

기는 1기가 가장 많았으며, 전국적인 확산이 예상되는 식물은

유럽점나도나물, 가는털비름, 콩다닥냉이, 미국쑥부쟁이, 미국

가막사리, 울산도깨비바늘, 가시상추, 만수국아재비, 큰이삭풀

9분류군이었고, 이 중미국쑥부쟁이와가시상추는생태계교란

식물에도 해당되었다. 수생식물은 고마리, 수련, 검정말, 갈대

등 22분류군이며, 정수식물은 14분류군, 부엽식물은 4분류군,

침수식물은 3분류군, 부유식물은 1분류군으로 분석되었다. 정

수식물은 갈대와 애기부들, 부엽식물은 연꽃, 침수식물은 말즘

과 붕어마름, 부유식물은 개구리밥이 우점한 상태였다.

양피저수지의 생태적 특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인

왕버들의 활용이다. 왕버들은 저수지의 수변경관을 형성하는

주 요소로 나타나, 개체군 관리를 통해 수변경관 향상과 다양

성을제공할수있도록이들개체군에대해관심이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경식재 시타수종보다는왕버들을식재하여동질

적인경관과 식생을 유지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두

a. 흰꽃여뀌 b. 연꽃 c. 갈풀

d. 수련 e. 나도겨풀 f. 이삭사초

그림 4. 양피저수지 일대의 주요 수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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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양피저수지의 자연식생형성을위해귀화식물중생태계

교란식물에대한제거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특히 가시상추

는 제방에서 다수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천이 초기단계에서 출

현하는 선구식물로서 교란과 간섭에 의해 생육범위가 확산되

고있어향후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세번째, 양피저

수지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

다. 이러한 수생식물은 수질오염에 민감하고, 특히 침수식물은

부영영화에 의해 소멸되는 반면, 정수식물과 부엽식물이 번성

하여 수생태계와 식생 변화가 발생되므로 생태계와 경관의 지

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수생식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꽃 개화경관이 아름다운 양피저수지의 관속식

물상을조사, 분석한 자료로서수생태계또는습지생태계의보

전에필요한자료가될것으로기대되며, 특히 경주국립공원의

자연자원연구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 대상지역

이 양피저수지로 국한되어 향후 주변 저수지나 습지로 연구를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관속식물상 목록

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국립수목원(2016)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국립수목원 보고서.
2. 국립수목원, 한국식물분류학회(2007) 국가표준식물목록. 국립수목원 보
고서.

3. 국립환경과학원(2012) 생태계교란생물.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4. 김귀곤(2003) 습지와 환경. 서울: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5. 김기환, 진승남, 조형진, 조강현(2012) 소형 농업 저수지인 금풍저수지
에서침수식물의분포, 식생구조및생물량. 한국하천호수학회지 45(1):
52-61.

6. 김도성, 강종현, 이세재, 임학상, 김나래(2014) 제천시 솔방죽 습지생태
공원 조성 전과 후의 동물상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42(3): 35-49.

7. 김수남, 이종석(2003) 한국산수생식물의생육환경과생태적특징. 화훼
연구 11(1): 21-35.

8. 김영하, 길지현, 황선민, 이창우(2013) 침입외래식물가시상추의확산과
생육지 유형별 분포 특성. Weed Turf Sci 2(2): 138-151.

9. 김유선(2009) 우리나라 7개 내륙습지의 수생식물 분포상. 화훼연구
17(1): 52-61.

10. 김진석, 김종환, 김중현(2018) 한국의 들꽃. 파주: 돌베개.
11. 김창기, 길지현(2017) 한반도 외래식물. 서울: 자연과 생태.
12. 김태정, 강은희(2004) 쉽게 찾는 수생식물. 서울: ㈜현암사.

13. 박수현(2009) 세밀화와사진으로보는한국의귀화식물. 서울: 일조각.
14. 산림청, 국립수목원(2009) 한국 희귀식물 목록집. 국립수목원 보고서.
15. 서병수, 최수민, 박우진, 박종민(2004) 만경강 하천토양에서 노랑꽃창
포의 생장특성과 질소․인 제거 효과.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7(5):
57-65.

16. 서정윤, 박경훈, 유주한(2012)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대에 분포하는 관
속식물상.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3): 1-12.

17. 성정원, 김영주, 권진욱, 김근호(2014) 경산시저수지의귀화식물특성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48(6): 21-37.

18. 송임근, 박선주(2013) 공검지(경북상주) 습지보호지역의식물상. 한국
습지학회지 15(2): 203-214.

19. 신현탁, 안종빈, 김상준, 허태임, 권영한, 이윤영, 윤정원(2015) DMZ인
근 학저수지 유역의 관속식물상.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8(4): 475-486.

20. 심우경(2003) 한국전통조경에서연꽃의활용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4): 72-80.

21. 오현경, 강병선, 유주한(2014) 산림휴양및자연자원관리를위한지리
산국립공원 천은저수지 특별보호구역의 식물상 연구. 한국산림휴양학
회지 18(4): 13-28.

22. 오현경, 한윤희, 변무섭(2011) 고창 궁산저수지 일대의 식물상과 현존
식생. 농업생명과학연구 42(2): 68-77.

23. 이영노(2006) 새로운 한국식물도감(Ⅰ,Ⅱ). 서울: 교학사.
24. 이유미, 박수현, 정수영, 오승환, 양종철(2011) 한국내귀화식물의현황
과 고찰. 한국식물분류학회지 41(1): 87-101.

25. 이창복(2003) 원색대한식물도감(상,하). 서울: 향문사.
26. 임동옥, 유윤미, 황인천(2005) 광주광역시 도심 하천의 이화학적 환경
과 수생식물 분포 비교연구. 환경생물 23(2): 120-128.

27. 임용석, 마선미, 나성태, 최홍근, 신현철(2005) 팔당호연안생태계의수
생식물상과 생태적 특성. 한국하천호수학회지 38(1): 30-44.

28. 정규영, 장계선, 정재민, 최혁재, 백원기, 현진오(2017) 한반도 특산식
물 목록. 한국식물분류학회지 47(3): 264-288.

29. 조현석, 조강현(2015) 우리나라저수지의 용도에따른 호안식물상차
이. 한국습지학회지 17(4): 339-347.

30. 한상열, 주성현(2010) 주왕산국립공원탐방객의인식에기초한주산지
왕버들 군락의 생태경관 복원방향 탐색.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2):
17-23.

31. 한정호, 김재환, 이상보, 백운기(2018) 제천시 농업용저수지의 어류상
및 생태건강성평가. 환경영향평가 27(3): 307-321.

32. 한정호, 이의행, 안광국(2009) 마산저수지의어류종조성및생태지표
특성 분석. 한국하천호수학회지 42(2): 212-220.

33. 홍석환, 안미연(2016) 연꽃(Nelumbo nucifera) 확산과고니류(Cygnus)
월동의 관계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0(5): 848-856.

34. 환경부(2012)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환경부 보고서.
35.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Received

Revised

Accepted

3인익명�심사필

:

:

:

18�November,�2019�

11�December,�2019�

17�December,�2019�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5 no. 2

7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5권 제2호(2019년 12월)� �

학명-국명 학명-국명

Equisetaceae 속새과 Chenopodiaceae 명아주과 

1.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27.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Pinaceae 소나무과 Amaranthaceae 비름과 

2. Pinus densiflora ‘Globosa’ 소나무 ‘글로보사’* 28. Achyranthes fauriei H. Lév. ＆ Vaniot 털쇠무릎

3.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29.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30. Amaranthus patulus Bertol. 가는털비름

4. Chamaecyparis pisifera ‘Filifera’ 실화백* Magnoliaceae 목련과 

Taxaceae 주목과 31.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5.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Salicaceae 버드나무과 32.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6. Populus tomentiglandulosa T. B. Lee 은사시나무 33.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7.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8.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 34.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Ulmaceae 느릅나무과 Menispermaceae 새모래덩굴과

9.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35.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10.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Nymphaeaceae 수련과 

Moraceae 뽕나무과 36. Nelumbo nucifera Gaertn. 연꽃

11. Morus alba L. 뽕나무 37.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

Cannabinaceae 삼과 Ceratophyllaceae 붕어마름과

12.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환삼덩굴 38. Ceratophyllum demersum L. 붕어마름

Urticaceae 쐐기풀과 Papaveraceae 양귀비과

13. Boehmeria nivea (L.) Gaudich. 모시풀 39.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Polygonaceae 마디풀과 Cruciferae 십자화과 

14.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40. Brassica juncea (L.) Czern. 갓

15. Persicaria japonica (Meisn.) H. Gross ex Nakai 흰꽃여뀌 41. Capsella bursa-pastoris (L.) L. W. Medicus 냉이

16.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흰여뀌 42. Cardamine fallax L. 좁쌀냉이

17.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43. Cardi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18. Persicaria perfoliata (L.) H. Gross 며느리배꼽 44. Draba nemorosa L. 꽃다지

19.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고마리 45.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20.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46. Rorippa palustris (Leyss.) Besser 속속이풀

Caryophyllaceae 석죽과 47. Thlaspi arvense L. 말냉이

21.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 Crassulaceae 돌나물과 

22. Cerastium glomeratum Thuill. 유럽점나도나물 48.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23. Silene armeria L. 끈끈이대나물* Saxifragaceae 범의귀과 

24.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Thunb.) Ohwi 벼룩나물 49. Hydrangea macrophylla f. otaksa (Siebold ＆ Zucc.) Wilson 수국*

25.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Rosaceae 장미과 

26. Stellaria media (L.) Vill. 별꽃 50. Photinia glabra (Thunb.) Maxim. 홍가시나무*

부록 1. 양피저수지 일대의 관속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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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Violaceae 제비꽃과 

52. 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 80.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53.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81.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

54. Spiraea japonica L. f. 일본조팝나무* 82. Viola yedoensis Makino 호제비꽃

Leguminosae 콩과 Cucurbitaceae 박과

55.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83.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하늘타리

56. Amphicarpaea bracteata subsp. edgeworthii (Benth.) H. Ohashi 새콩 Lythraceae 부처꽃과

57. Gleditsia sinensis Lam. 조각자나무* 84.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58.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Trapaceae 마름과

59. Lespedeza cuneata G. Don 비수리 85. Trapa incisa Siebold ＆ Zucc. 애기마름

60.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86. Trapa japonica Flerow 마름

61. Sophora japonica L. 회화나무* Onagraceae 바늘꽃과 

62.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87.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63. 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ls (Thuill) K. Koch. 살갈퀴 Cornaceae 층층나무과

64. Vicia dasycarpa Tenore 각시갈퀴나물 88.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65. Vicia hirsuta (L.) Gray 새완두 Ericaceae 진달래과 

66. Vicia tetrasperma (L.) Schreb. 얼치기완두 89.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67.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Ohwi ＆ H. Ohashgi 새팥 Oleaceae 물푸레나무과

68. Vigna nakashimae (Ohwi) Ohwi ＆ H. Ohashi 좀돌팥 90.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Oxalidaceae 괭이밥과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69.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91.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70. Oxalis dillenii Jacq. 들괭이밥 Rubiaceae 꼭두서니과 

Euphorbiaceae 대극과 92.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나무*

71. Acalypha australis L. 깨풀 Polemoniaceae 꽃고비과

72.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93. Phlox paniculata L. 풀협죽도*

73.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 Convolvulaceae 메꽃과

Aquifoliaceae 감탕나무과 94. Calystegia hederacea Wall. 애기메꽃

74. Ilex crenata Thunb. 꽝꽝나무* 95.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96. Ipomoea hederacea Jacq. 미국나팔꽃

75.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97. Ipomoea purpurea Roth 둥근잎나팔꽃

Buxaceae 회양목과 Borraginaceae 지치과

76. Buxus koreana Nakai ex T. H. Chung ＆ al. 회양목* 98.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Vitaceae 포도과 Labiatae 꿀풀과

77.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 99.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78.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100.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Malvaceae 아욱과 101. Physostegia virginiana (L.) Benth. 꽃범의꼬리*

79. Althaea rosea Cav. 접시꽃* 102. Salvia plebeia R. Br. 배암차즈기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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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naceae 가지과 133.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

103.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134.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Scrophulariaceae 현삼과 135. Lactuca scariola L. 가시상추

104.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136. Rudbeckia laciniata L. 삼잎국화*

105.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137. Sonchus oleraceus L. 방가지똥

Bignoniaceae 능소화과 138.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

106. Campsis grandiflora (Thunb.) K. Schum. 능소화* 139. Taraxacum laevigatum DC. 붉은씨서양민들레

Plantaginaceae 질경이과 140.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107. Plantago depressa Willd. 털질경이 141.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108. Plantago major var. japonica (Franch. ＆ Sav.) Miyabe 왕질경이 Hydrocharitaceae 자라풀과

Caprifoliaceae 인동과 142. Hydrilla verticillata (L. f.) Royle 검정말

109. Abelia × grandiflora (Rovelli ex André) Rehder 꽃댕강나무* Potamogetonaceae 가래과

110.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 143. Potamogeton crispus L. 말즘

Campanulaceae 초롱꽃과 Liliaceae 백합과

111.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144. Hemerocallis fulva f. kwanso (Regel) Kitam. 왕원추리*

Compositae 국화과 145.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112.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146. Hosta plantaginea (Lam.) Aschers. 옥잠화*

113. Artemisia feddei H. Lév. ＆ Vaniot 뺑쑥 147.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맥문동*

114. Artemisia montana (Nakai) Pamp. 산쑥 Iridaceae 붓꽃과

115. Artemisia princeps Pamp. 쑥 148. Iris pseudoacorus L. 노랑꽃창포*

116.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117.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149.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118. Bidens biternata (Lour.) Merr. ＆ Sherff ex Sherff 털도깨비바늘 150. Commelina communis var. angustifolia Nakai 좀닭의장풀

119.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Gramineae 벼과

120.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151. Agropyron ciliare (Trin.) Franch. 속털개밀

121.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152. Agropyron repens (L.) P. Beauv. 구주개밀

122.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153.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

123. Coreopsis lanceolata L. 큰금계국* 154.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뚝새풀

124.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155.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125.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 156.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126. Eclipta prostrata (L.) L. 한련초 157. Bromus unioloides H. B. K. 큰이삭풀

127.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158.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128.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 159. Echinochloa cursgalli var. echinata Honda 물피

129. Gaillardia pulchella Foug. 인디언천인국* 160.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Beauv. 그령

130.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 161. Eragrostis multicaulis Steud. 비노리

131. Gnaphalium affine D. Don 떡쑥 162. Festuca ovina L. 김의털

132.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163.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Retz.) Pilg. 띠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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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Leersia japonica Makino 나도겨풀 176. Trisetum bifidum (Thunb.) Ohwi 잠자리피

165.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 물억새 Lemnaceae 개구리밥과

166.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177. Spirodela polyrhiza (L.) Sch. 개구리밥

167. Panicum dichotomiflorum Michx. 미국개기장 Typhaceae 부들과

168.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수크령 178. Typha angustifolia 애기부들

169. Phalaris arundinacea L. 갈풀 179. Typha orientalis C. Presl 부들

170.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Cyperaceae 사초과

171. Poa annua L. 새포아풀 180. Carex dimorpholepis Steud. 이삭사초

172. Poa pratensis L. 왕포아풀 181.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173. Setaria faberii Herrm. 가을강아지풀 182. Cyperus difformis L. 알방동사니

174. Setaria viridis (L.) P. Beauv. 강아지풀 183. Cyperus microiria Steud. 금방동사니

175. Sporobolus fertilis (Steud.) Clayton 쥐꼬리새풀

*식재종

부록 1.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