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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최근기후변화로인하여우리나라주요난대수종의자생지가

북상하고있으므로남해안지역을중심으로난대산림자원활용

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특히, 난대성기후가제주도권에서

전남권 영역으로 북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의

난대정원에 대한 개념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전라남도는 2017년부터현재까지 13개의민간정원을지정하

고있는데, 민간정원으로지정된지역은고흥군을대표로대부

분난대기후가발생한다고간주할수있는전라남도의서남해안

권 및 남해안권에 있다.

이논문은현재까지지정된 13개의 전라남도민간정원에식

재된수목의분포조사를통해향후난대정원조성에적합한수

종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전라남도 민간 정원 현황 및 특성

난대정원에적합한수종을파악하기위한기초자료로이용하

기위하여 Table 1에정리한것과같이전라남도에서지정한민

간정원 13개를 대상으로하였으며, 이들 정원에 식재된수목들

을대상으로교목, 관목, 초본류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전라남

도민간정원 13개소의지역별분포는 Figure 1에보인것과같이

고흥군 4개소, 보성군 3개소, 장흥군 2개소, 화순군 2개소, 담양

군 1개소및구례군 1개소로분포되어있다. 그리고, 난대정원의

기후특성을고려하기위해서기후특성에따라서남해안권과남

해안권으로분류하여 Figure 1에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실선

은서남해안권을나타내고, 파선은남해안권을나타낸다. 이와함

께연구의특성상문헌조사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민간정

원에식재된수목들에대해문헌조사와함게현장조사를같이실

시하였다.

지정 번호 이름 위치

1호 힐링파크쑥섬 고흥군 봉례면 사양리 677 일원

2호 죽화경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190 일원

3호 초암정원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산7번지 일원

4호 금세기정원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988일원

5호 쌍산재 구례군 마산읍 사도면 632일원

6호 갈멜정원 보성군 웅치면 봉산리 106-2

7호 장수호 힐링정원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734-1

8호 하늘빛 수목정원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81등 6필지

9호 허브뜨락 화순군 화순읍 주도리 719외

10호 하담정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081

11호 무등산 바우정원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87-9외

12호 윤제림 보성군 겸백면 주월산길 222

13호 윌넛치유정원 장흥군

Table 1. 전라남도 민간정원 현황

Figure 1. 전라남도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현황

1. 전라남도 민간정원 분포현황

전라남도 13개민간정원에식재된약 3,049종의수목을대상

으로교목, 관목, 초본류로구분하여 Figure 2에정리하였다. 이

그림을살펴보면민간정원의전체적인수목의성상분포는교목

19%, 관목 21% 및 초본이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민간정원에 식재된 수목은 교목 655종, 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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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종, 초본류 2,077종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2. 전남 민간정원 수목 성상 분포

2. 서남해안권

난대정원은난대기후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게됨으로전라

남도기후특성을고려하여서남해안권과남해안권분류하였다.

먼저, 서남해안권에위치한힐링파크쑥섬, 금세기정원, 장수호힐

링정원등 5개정원에식재된수목들을조사하여 Figure 3에정

리하였다. 이그림을살펴보면, 교목 15%, 관목 28%및초본류

가 57%를차지하고있으며, 서남해안권 5개민간정원에식재된

수목은교목 295종, 관목 549종, 초본류 1,145종으로조사되었다.

Figure 3. 서남해안권 정원 수목 분포

3. 남해안권

서남해안권과기후가다르다고할수있는남해안권에위치

한죽화경, 쌍산재, 허브뜨락등 7개민간정원에식재된수목들

의 분포를 조사하여 Figure 4에 정리하였다. 이 그림에 따르면

서남해안권정원의수목분포와는다르게교목 25%, 관목 11%

및초본류가 64%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 7개민간정원에식재

된수목은교목 360종, 관목 158종, 초본류 932종으로조사되었다.

Figure 4. 남해안권 정원 수목 분포

Ⅲ. 결론

난대기후로의변화에따른난대정원조성을위한난대수목의

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전라남도 13개민간정원에식재된수목

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초본류가 총 2,077여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관목 707여종, 교목 655여종이 식재되어있음을확인

하였다. 특히, 관목은 서해안권에서 남해안권과 비교하여 두배

이상의분포비율을보이고있으며, 이와는반대로교목은남해

안권보다 10%적게분포됨을확인하였다. 서남해안권과남해안

권의민간정원에식재된수목의분포가서로다르게나타나므로

이와같은수목의분포특성을고려한난대정원에적합한수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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