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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양동마을은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된 500년 역사의 한국의 전통마을이다. 최근 유네스코

(UNESCO)의 세계유산인 양동마을은 보존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양동마을의 관속식물과 외래식물 및 귀화식물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전통문화공간 관리체계의 부재를 인식하고 차후 외래

식물 관리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 다.

관속식물상은 89과 227속 261종 1아종 5품종 26변종 총 293분류군이다. 외래식물은 53과 98속 104종 2품종 8변종 총

114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 15과 36속 37종 2변종 총 39분류군이다. 이에 따른 양동마을의 귀화율은 13.31%, 도시화지수는

13.64%이다.

양동마을의 전체 관속식물상 293분류군 중 외래식물은 114분류군으로 38.9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유산으로서 양동마을의 식물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외래식물 유입 방지와 관리 및 식재계획을 세워야 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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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에 자리 잡은 양동마을은

500여년의역사를지닌우리나라의대표적인반촌마을로,

1984년에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한 내곡, 물봉골, 거림 및 하촌의 네 골짜

기와두산등성이를포함한주변의자연생태계와조화를

잘 이룬다. 2010년에는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 으며, 이후 마을의 자연경관과 생활

문화의 보존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높다. 하지만 문화재

지역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상업적 개발과

관광객의증가로양동마을의자연환경은큰위협에직면

해있다. 

외래종(exotic species)은 국경선에 관계없이 천연분포

지역 이외에서 들어온 종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원산

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나 현재 우리나라에 식재되었거나

야생하는경우도있다(임동옥·황인천2006). 또한, 침입

종(invasive species)은토착종또는자생종이아닌식물이

나 동물로써 자연적 혹은 반(半)자연적인 생태계나 서식

지에 정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토착생물다양성을 위

협하는 외래종이다(http://iucn.org/, 세계보전연맹 종보

전위원회 침입종 전문가그룹: IUCN SSC Invasive Species

Specialist Group).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정

착하지 못한 종을‘도입종’혹은‘비토착종’이라 하는

반면, 우리나라로유입되어기후와풍토, 기존집단에서

식하는미생물등의자연생태와조화를이루어번식하여

생존할수있는종을‘귀화종’이라한다(류새한2009).

외래종중외래식물은일반적으로새로운환경에서뛰

어난적응력과번식력을지니고다양한경로로유입되어

주변 생태계에 급속도로 퍼진다(국립환경연구원 2000).

특히이러한식물은인가주변이나도로변, 빈터또는하

천은물론각종인위적인녹지조성공간이나환경오염지

대등에도자라고있어그피해는날로심화되고있다(노

재현·신상섭 1999). 이러한 피해의 대상은 동·식물원

이나 공원은 물론 전국 각지의 문화재 지역까지도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문화재 지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통 문화유산이

며, 훼손이 이루어진다면 원상태로의 복구가 매우 어려

운 특성이 있다. 특히 양동마을과 같은 전통마을의 보존

은 기존의 단일 건축물 보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포

함한 지역을 보존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지역주민이

실제로 생활을 위하는 생활환경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다른문화재보다관리가더어렵다(김홍기2008). 

또한, 전통마을의 외래종 침입은 기존 생태계의 구조

나 기능 및 물리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자생종의 감소

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Walker & Vitousek 1991), 전통마

을의식생경관변화에도큰 향을미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구역의 생태학적 특성과 관련

된 기존의 연구는 종묘(이경재 등 1988), 몽촌토성(우종

서·이경재 1991), 경주 월성(임원현 등 2009) 또는 경주

황성공원(최송현·이 경 2000) 등 주로 사적지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전통마을에 관한 연구로는 이응희

(1998), 라미 등(1998), 최창순(2005) 등이@ 마을의입지

적 특성과 공간구조에 대해@  연구하 으며, 김성욱

(2000), 박찬용 등(2002), 신상섭·노재현(2007), 정겨운

(2009) 등은 경관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한개마을(신현탁 등 2010)을 대상으로 전통마

을에 대한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경상북도경주시의양동마을의관속식

물과 외래식물 및 귀화식물의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

써전통문화공간에대한관리체계의부재를인식하고차

후외래식물관리보전방안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

하고자수행하 다.

재료및방법

1. 조사 대상지

현지조사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수행

하 으며, 조사 대상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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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로, 면적은

969,439㎡이다<그림1>. 

2. 조사방법

경주 양동마을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며, 가능한 현지에서 식물동정을 하 으나,

동정이 어려운 식물은 채집하여 연구실에서 이창복

(1980; 2003)에 따라 문헌을 바탕으로 동정을 하되 국가

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한국식물분류학회 2007)에

따라 식물종 목록을 작성하 다. 외래식물은 출현종 중

국립환경과학원의‘외래식물 검색시스템’을 포함하여

원산지가우리나라가아닌자생가능성이거의없는종을

포함하 으며벼, 보리, 옥수수, 콩등과같은경작용작물

은 제외하여 정리하 다. 귀화식물은 박수현(2009)에

따라 정리하 다. 또한 Numata & Kotaki(1975)에 의한

귀화율(Natualized Index; N.I. = 조사지역귀화식물종수

/조사지역 관속식물 종 수×100)과 임양재·전의식

(1980)에 의한 도시화지수(Urbanization Index; U.I. =

조사지역귀화식물종수/국내전체귀화식물종수×100)

를구하 다. 

결과및고찰

1. 관속식물

식물상 조사 결과, 경주 양동마을의 관속식물은 양치

식물이 4과 6속 5종 1변종의 6분류군, 나자식물이 4과

7속 11종 1품종 총 12분류군, 피자식물이 81과 114속

246종 1아종 4품종 24변종 총 275분류군으로 총 89과

227속 261종 1아종 5품종 26변종 293분류군이다<표 1,

부록 1>. 이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4,881분류군(국립

수목원·한국식물분류학회2007)의6%에해당한다. 

조사한 관속식물 중 우리나라의 희귀식물(국립수목원

2009)은 주목, 백리향, 범부채 등 취약종(VU)이 3분류군,

측백나무, 이팝나무, 섬초롱꽃, 창포로 약관심종(LC)이

4분류군등총7분류군을확인하 다<표2>. 양동마을에

서 확인한 우리나라의 특산식물(김무열 2004)은 키버들,

노각나무, 왕벚나무, 개나리, 수수꽃다리, 오동나무, 섬

초롱꽃 및 실제비쑥 등 총 8분류군을 확인하 다<표 2>.

또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김철환 2000)은 Ⅰ등급이

전나무, 비자나무, 왕버들, 시무나무 등 12분류군, Ⅱ등

급이 주목, 복자기, 곰취로 3분류군, Ⅲ등급이 애기석위,

향나무, 노각나무, 탱자나무 등 9분류군, Ⅳ등급이 섬잣

나무, 측백나무, 섬초롱꽃으로 3분류군, Ⅴ등급이 왕벚

나무로1분류총28분류군을확인하 다<표2>. 

2. 외래식물 분포 현황

국립환경과학원의‘외래식물 검색시스템’과 원산지

가우리나라가아닌종을포함하여분류한결과, 경주양

동마을의 외래식물은 53과 98속 104종 2품종 8변종 총

114분류이다<표 1, 부록 1>. 이 중 목본식물은 리기다소

나무, 가이즈까향나무, 옥향등41분류군이며, 초본은환삼

덩굴, 닭의덩굴 등 73분류군이다. 이는 전체 관속식물

293분류군중외래식물이114분류군(38.91%)으로꽤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한 외래식물 중에서

다양성이 높은 상위 7개과는 국화과(24분류군)가 가장

그림 1 조사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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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장미과(10분류군), 콩과(6분류군), 아욱과

(5분류군), 마디풀과(3분류군), 대극과(3분류군), 꿀풀과

(3분류군)순으로 전체 출현 식물 114분류군 중 47.4%에

해당된다<표3>. 

이러한결과의양동마을은현재주민이거주하고있는

특성이반 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양동마을의외래

식물은입구나상점주변, 도로변등거의대부분사람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나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에 재

배나관상용으로식재한것이다<사진1>. 이러한인위적

인식재는자연생태계에도해로울뿐만아니라전통마을

의 경관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 나아가 전통마을

고유의향토경관에대한잘못된인식을형성할수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래종의 식재보다는 전통마을의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자생종을 위주로 한 식재패턴의 개발이

시급하다.

3. 귀화식물

양동마을의 귀화식물(박수현 2009)을 조사한 결과, 총

15과36속37종2변종총39분류이다<표1, 부록1>. 이러

한 관속식물상과 귀화식물을 토대로 귀화율과 도시화지

수를 분석한 결과, 경주 양동마을의 귀화율은 13.31%,

도시화지수는13.64%이다<그림2>. 

이를 기존 문화재 지정구역의 외래식물에 관한 연구

(신현탁 등 2010)와 비교해 보면, 양동마을의 경우 귀화

율이 다른 문화재지정 구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합계

관속식물 89 227 261 1 26 5 293

외래식물 53 98 104 - 8 2 114

귀화식물 15 36 37 - 2 - 39

표 1 양동마을의 관속식물·외래식물·귀화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Ⅰ Ⅱ Ⅲ Ⅳ Ⅴ

7 8 12 3 9 3 1

표 2 양동마을의 희귀식물·특산식물·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과명 분류군 비율(%)

국화과(Compositae) 24 21.1

장미과(Rosaceae) 10 8.8

콩과(Leguminosae) 6 5.3

아욱과(Malvaceae) 5 4.4

마디풀과(Polygonaceae) 3 2.6

대극과(Euphorbiace)ae 3 2.6

꿀풀과(Labiatae) 3 2.6

표 3 양동마을의 외래식물 주요 과별 분류

사진 1 주택가의 외래식물(상사화,  풀협죽도 등) 식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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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양동마을의 입지에 있어서 산지형을 포함

하며 다른 문화재지정 구역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점에서 현존 식물상의 종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일찍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유네

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는과정에서마을전체에대한

통합적인관리시스템이구축된점도중요한요인으로판

단된다. 특히 양동마을과 같은 전통마을인 한개마을의

경우, 귀화율 37.12%, 도시화지수 31.37%로 높은 수치를

보여 양동마을은 귀화율과 도시화지수에 있어서 한개마

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양동마

을의 경우도 실제 주민 생활공간 내의 귀화식물 출현 종

수로본다면체감귀화율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한개마을이 2007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양

동마을은 이보다 20년 이상 앞서 지정된 점을 감안한다

면, 양동마을의 외래식물 관리체계와 주민의식을 개선

해야할것으로판단한다.

특히, 마을내공사현장의흙더미등에서확인한돼지

풀(Ambrosia artemisifolia L.)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16종(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4호)

중 하나로 생육 특성상 추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단적

으로 공간을 차지하여 생태계의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선적인 제거와 관리가 시급히 필

요하다.

4. 관리방안

외래식물의 향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로는‘외래

종 관리 국가지침’의 제정과‘외래종 관리위원회’의 설

치등국가적인차원에서의관리계획이수립되어야함을

건의하고 있다(국립환경연구원 2000, 2001, 2002, 2003,

2004). 또한,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내 외래식물의 관리

방안으로는 신현탁 외(2010)에 의해 외래식물과 귀화식

물의통합적인관리대책이간략하게소개된바있다. 

한편, 양동마을은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

로지정되어후대에물려줄우리나라의중요한전통문화

유산으로서양동마을이지닌본연의모습을되찾기위해

그림 2 양동마을과 성주 문화재지정구역의 귀화율과 도시화지수 비교

■ 귀화율(%)
■ 도시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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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통마을의 식물관리지침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에따른외래식물침입의사전예방과추후관리

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지침에 따라 고유

한전통문화유산으로서양동마을전체를대상으로식재

계획의수립과경관적으로전통마을과어울릴수있는지

에대한검토를반드시해야한다. 

현재 양동마을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가옥과 함께 일

부 가옥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으며, 가옥

내의정원이나분경을이용한외래식물의도입이행해지

고 있다. 이는 전통마을에 대한 왜곡된 경관이미지를 형

성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동마을에 식재용 식물을 도입하

거나, 전통가옥에 식재를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 후 식재를 해야 한다. 또한 과거 문헌고찰 등을

통해 그 시대에 식재되지 않은 외래식물 및 귀화식물에

대한 도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며, 도입된 종이라 하더

라도우리조상들과오랜시간함께생활해온식물에대

해서만허가가되어야할것이다.

더불어 양동마을에 이미 식재되어 있는 마을의 가로

수나경관용초화류의경우는우리나라고유식물로대체

하며, 추후에 외래식물과 귀화식물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양동마을

주민을대상으로주기적인교육을통해전통마을원형의

모습을 보존하고 조성하는 관리자로서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구가아닌전통마을의경관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서

체계적인식물관리를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결론

경상북도경주시양동마을의관속식물상, 외래식물및

귀화식물을조사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조사대상지의 관속식물상은 89과 227속 261종 1아종

5품종26변종총293분류군이다. 이중희귀식물은7분류

군, 특산식물은 8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28분

류군이다. 

외래식물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53과 98속 104종 2품

종8변종총114분류군이다. 이는전체관속식물중외래

식물의비율이38.91%이다. 이중목본은41분류군, 초본

은 73분류군이며, 다양성이 높은 상위 7개과는 국화과,

장미과, 콩과, 아욱과, 마디풀과, 대극과, 꿀풀과 순으로

전체출현식물중47.4%이다.

귀화식물의현황을조사한결과, 15과36속37종2변종

총39분류군이다. 이에따른양동마을의귀화율은13.31%,

도시화지수는13.64%로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양동마을의 전체 관속식물상

293분류군 중 외래식물은 114분류군으로서 38.91%이다.

이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유치에 따

른 재배종이나 원예종의 증가로 인위적인 종의 도입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관리지침의 수립을 통한 생태계

를교란하는외래식물의우선적인제거와향후단계적인

자생식물의식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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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국 명
희귀 특산 식물구계학적 외래 귀화

식물 식물 특정식물 식물 식물

속새과 Equisetaceae @ @ @ @ @ @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 @ @ @ @

꼬리고사리과 Aspleniaceae @ @ @ @ @ @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 @ @ @ @ @

Athyrium niponicum@ (Mett.) Hance 개고사리 @ @ @ @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erw. ex Hell. 고사리 @ @ @ @

면마과 Dryopteridaceae @ @ @ @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 @ @ @ @

고란초과 Polypodiaceae @ @ @ @ @ @

Pyrrosia petiolosa@ (H.Christ & Baroni) Ching 애기석위 III

은행나무과 Ginkgoaceae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소나무과 Pinaceae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 I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 반송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Pinus parviflora@ Siebold & Zucc. 섬잣나무 IV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

측백나무과 Cupressaceae

Juniperus chinensis 'Kaizuka' 가이즈까향나무 ○

Juniperus chinensis@ L. 향나무 III

Juniperus chinensis 'Globosa' 옥향 ○

Thuja orientalis L. 측백나무 ○ @ IV

주목과 Taxaceae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 ○ @ II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비자나무 @ @ I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 @

Juglans regia Dode 호두나무 ○

버드나무과 Salicaceae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 I @

Salix koriyanagi Kimura 키버들 ○

참나무과 Fagaceae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느릅나무과 Ulmaceae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시무나무 I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 I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뽕나무과 Moraceae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닥나무

Ficus carica L. 무화과나무 ○

Morus alba L. 뽕나무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삼과 Cannabaceae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

쐐기풀과 Urticaceae

Boehmeria nivea (L.) Gaudich. 모시풀

마디풀과 Polygonaceae

부록 1 경주 양동마을 식물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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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Fallopia dumetorum@ (L.) Holub 닭의덩굴 ○ ○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Persicaria nodosa@ (Pers.) Opiz 명아자여뀌

Persicaria@ orientalis (L.) Spach 털여뀌 ○ ○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며느리밑씻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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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 ○

자리공과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 ○

석류풀과 Molluginaceae

Lampranthus spectabilis N.E. Br. 송엽국 ○

쇠비름과 Portulacaceae

Portulaca grandiflora Hook. 채송화 ○

Portulaca oleracea@ L. 쇠비름

석죽과 Caryophyllaceae

Dianthus chinensis@ L. 패랭이꽃

Dianthus longicalyx@ Miq. 술패랭이꽃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명아주과 Chenopodiaceae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 ○

Chenopodium@ koraiense Nakai 참명아주

Kochia scoparia@ (L.) Schrad. 댑싸리 ○

비름과 Amaranthaceae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Amaranthus retroflexus L. 털비름 ○ ○

Amaranthus viridis@ L. 청비름 ○ ○

선인장과 Cactaceae

Opuntia@ ficus-indica Mill. 선인장 ○

목련과 Magnoliaceae

Magnolia denudata@ Desr. 백목련 ○

Magnolia liliiflora@ Desr. 자목련 ○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Trautv. & Meyer) Kitam. 매발톱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Ranunculus@ sceleratus L. 개구리자리

작약과 Paeoniaceae

Paeonia lactiflora Pall. 작약 ○

Paeonia suffruticosa Andr. 모란 ○

매자나무과 Berberidaceae

Nandina domestica Thunb. 남천 ○

으름덩굴과 Lardizabalaceae

Akebia quinata (Thunb.) Decne. 으름덩굴

수련과 Nymphaeaceae

Nelumbo nucifera Gaertn. 연꽃 ○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 ○

차나무과 Theaceae

Camellia japonica L. 동백나무

Stewartia@ pseudocamellia Maxim. 노각나무 ○ III

학 명 국 명
희귀 특산 식물구계학적 외래 귀화

식물 식물 특정식물 식물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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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과 Papaveracea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풍접초과 Capparaceae

Cleome spinosa Jacq. 풍접초 ○

십자화과 Cruciferae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

Lepidium apetalum Willd. 다닥냉이 ○ ○

Rorippa palustris (Leyss.) Besser 속속이풀

돌나물과 Crassulaceae

Orostachys japonica (Maxim.) A.Berger 바위솔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

범의귀과 Saxifragaceae

Deutzia gracilis 애기말발도리 ○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수국 ○

Saxifraga@ stolonifera Meerb. 바위취

두충과 Eucommiaceae

Eucommia ulmoides Oliv. 두충 ○

장미과 Rosaceae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모과나무 ○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산당화 ○

Cotoneaster spp. 홍자단 ○

Crataegus pinnatifida Bunge 산사나무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Kerria japonica for. pleniflora (Witte) Rehder 죽단화 ○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가락지나물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살구나무 ○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ev.) Rehder 이스라지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 ○

Prunus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 ○

Prunus salicina Lindl. 자두나무 ○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 V

Pyracantha angustifolia (Franch.) C.K.Schneid. 피라칸다 ○

Rosa hybrida 'Pink Peace' 장미 ○

Rosa maximowicziana Regel 용가시나무

Rosa multiflora Thunb. 찔레꽃

Rosa rugosa Thunb. 해당화

Rubus coreanus Miq. 복분자딸기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Rubus parvifolius L. 멍석딸기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

콩과 Leguminosae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

Amorpha fruticosa L. 족제비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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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골담초 ○

Cercis chinensis Bunge 박태기나무 ○

학 명 국 명
희귀 특산 식물구계학적 외래 귀화

식물 식물 특정식물 식물 식물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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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Kummerowia striata (Thunb. ex Murray) Schindl. 매듭풀

Lespedeza cuneata G.Don 비수리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

Sophora japonica L. 회화나무 ○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 ○

괭이밥과 Oxalidaceae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Oxalis stricta L. 선괭이밥

Oxalis triangularis L. 사랑초 ○

쥐손이풀과 Geraniaceae

Geranium sibiricum L. 쥐손이풀

대극과 Euphorbiaceae

Acalypha australis L. 깨풀

Euphorbia marginata Pursh. 설악초 ○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 ○

Ricinus communis L. 피마자 ○ @

운향과 Rutaceae @ @ @ @ @ @

Evodia daniellii Hemsl. 쉬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 탱자나무 @ @ III ○ @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

소태나무과 Simaroubaceae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 @

단풍나무과 Aceraceae

Acer palmatum var. sangaineum Nakai 홍단풍나무 ○ @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

Acer saccharinum L. 은단풍 ○ @

Acer triflorum Kom. 복자기 @ @ II @ @

봉선화과 Balsaminaceae

Impatiens balsamina L. 봉선화 ○

노박덩굴과 Celastraceae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 @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 I @ @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회양목과 Buxaceae @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회양목 @ @ I @ @

포도과 Vitaceae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아욱과 Malvaceae

Abutilon theophrasti Medicus 어저귀 ○ ○

Althaea rosea Cav. 접시꽃 ○ @

Hibiscus mutabilis L. 부용 ○ @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 @

Malva sylvestris var. mauritiana Boiss. 당아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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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오동과 Sterculiaceae @ @ @ @

Firmiana simplex (L.) W.F.Wight 벽오동 ○ @

제비꽃과 Violaceae@ @ @ @ @ @

Viola tricolor var. hortensis 팬지 ○

Viola mandshurica W.Becker 제비꽃 @

Viola papilionacea@ Pursh 종지나물 ○ ○

부처꽃과 Lythraceae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 ○ @

Lythrum salicaria L. 털부처꽃

석류나무과 Punicaceae @

Punica granatum L. 석류나무 ○ @

바늘꽃과 Onagraceae @ @ @ @ @ @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 ○

박쥐나무과 Alangiaceae @ @ @ @ @

Alangium@ platanifolium var. trilobum (Miq.) Ohwi 박쥐나무 @

층층나무과 Cornaceae @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 ○ @

두릅나무과 Araliaceae @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오갈피나무 @ @ I @ @

Kalopanax septemlobus (Thunb. ex Murray) Koidz. 음나무 @

산형과 Umbelliferae

Angelica acutiloba (Siebold & Zucc.) Kitag. 왜당귀 ○ @

Cnidium officinale Makino 천궁 ○ @

Cryptotaenia japonica Hassk. 파드득나물 @ @ @ @ @

진달래과 Ericaceae@ @ @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H.Lev.) Sugim. 산철쭉

앵초과 Primulaceae

Primula sieboldii@ E.Morren 앵초 @ @ I @ @

감나무과 Ebenaceae

Diospyros kaki Thunb. 감나무 ○ @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

물푸레나무과 Oleaceae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이팝나무 ○ @I @ @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 ○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Syringa oblata var. dilatata (Nakai)@ Rehder 수수꽃다리 ○ ○ @

박주가리과 Asclepiadaceae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꼭두선이과 Rubiaceae

Gardenia jasminoides Ellis 치자나무 ○ @

꽃고비과 Polemoniaceae

Phlox paniculata L. 풀협죽도 ○

메꽃과 Convolvulaceae

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 메꽃 @

Cuscuta pentagona Engelm. 미국실새삼 ○ ○

Ipomoea purpurea Roth 둥근잎나팔꽃 ○ ○

지치과 Boragin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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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hytum officinale L. 컴프리 ○ ○

마편초과 Verbenaceae

Vitex negundo var.@ incisa (Lam.) C.B.Clarke 좀목형 @ @ III @ @

꿀풀과 Labiatae

Agastache rugosa@ (Fisch. & Mey.) Kuntze 배초향 @ @

Clinopodium gracile var. multicaule@ (Maxim.) Ohwi 탑꽃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

Lamium album var. barbatum (Siebold &@ Zucc.) Franch. & Sav. 광대수염 @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Mentha piperascens (Malinv.) Holmes 박하

Mosla dianthera (Buch.-Ham. ex Roxb.) ex@ Maxim. 쥐깨풀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Kudo 소엽 ○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k.)@ Hara 들깨 ○ @

Physostegia virginiana 꽃범의꼬리 ○

Salvia splendens KerGawl. 깨꽃 ○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ara 산골무꽃

Thymus@ quinquecostatus Celak. 백리향 ○ @ III @

가지과 Solanaceae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

Physalis alkekengi var. francheti (Mast.)@ Hort 꽈리 @

Solanum nigrum L. 까마중

현삼과 Scrophulariaceae

Linaria japonica Miq. 해란초 @ @ III @

Microcarpaea minima (K.D.Koenig) Merr. 진흙풀 @ @ III

Paulownia coreana Uyeki 오동나무 ○

능소화과 Bignoniaceae

Campsis grandifolia@ (Thunb.) K.Schum. 능소화 ○ @

Catalpa ovata G.Don 개오동 @

질경이과 Plantaginaceae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인동과 Caprifoliaceae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덩굴

Viburnum carlesii Hemsl. 분꽃나무

Viburnum opulus for. hydrangeoides@ (Nakai) Hara 불두화 ○

Weigela coraeensis. 일본병꽃나무 ○

초롱꽃과 Campanulaceae

Campanula@ takesimana Nakai 섬초롱꽃 ○ ○ IV @

Codonopsis lanceolata (Siebold &@ Zucc.) Trautv. 더덕 @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DC.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for. albiflorum@ (Honda) H.Hara 백도라지 @ @

국화과 Compositae

Achillea@ millefolium L. 서양톱풀 @ @ @ ○ ○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 ○

Artemisia japonica var. angustissima@ (Nakai) Kitam. 실제비쑥 ○

Artemisia princeps Pamp. 쑥 @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

Aster pilosus Willd. 미국쑥부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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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 scaber Thunb. 참취 @

Aster yomena (Kitam.) Honda 쑥부쟁이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 @

Bidens frondosaI L. 미국가막사리 ○ ○

Callistephus chinensis (L.) Nees 과꽃 @ @ @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 @ @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엉겅퀴 @ @ @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 @ @ ○ ○

Coreopsis tinctoria Nutt. 기생초 ○ ○

Cosmos bipinnatus Cav. 코스모스 ○ ○

Cosmos sulphureus Cav. 노랑코스모스 ○ ○

Crassocephalum crepidioides (Benth.)@ S.Moore 주홍서나물 ○ ○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

Dendranthema indicum (L.) DesMoul. 감국 @

Eclipta prostrata (L.) L. 한련초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 ○

Galinsoga ciliata (Raf.) S.F.Blake 털별꽃아재비 ○ ○

Galinsoga parviflora Cav. 별꽃아재비 ○ ○

Helianthus annuus L. 해바라기 @ @ @ ○ @

Helianthus tuberosus L. 뚱딴지 ○ ○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Thunb.)@ Franch. & Sav. 금불초 @ @ @

Ixeridium dentatum (Thunb. ex Mori)@ Tzvelev 바귀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곰취 @ @ II @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

Rudbeckia laciniata var. hortensis Bailey 겹삼잎국화 ○ ○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 ○

Smallanthus sonchifolius H. Robinson 야콘 @ @ @ ○ @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 ○

Tagetes minuta L. 만수국아재비 ○ ○

Tagetes patula L. 만수국 @ @ @ ○ @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 ○

Verbesina alternifolia Britton 나래가막사리 @ @ @ @ ○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 ○

Zinnia violacea Cav. 백일홍 @ @ @ ○ @

백합과 Liliaceae

Hemerocallis fulva (L.) L. 원추리

Hemerocallis fulva for. kwanso (Regel)@ Kitam. 왕원추리

Hosta undulata‘medio variegata’ 무늬비비추 @ @ @ ○ @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

Hosta minor (Baker) Nakai 좀비비추 @ @ I @

Hosta plantaginea (Lam.) Aschers. 옥잠화

Lilium lancifolium Thunb. 참나리 @

Lilium longiflorum Thunb. 백합 @ @ @ ○ @

Liriope platyphylla F.T.Wang & T.Tang 맥문동

Liriope spicata (Thunb.) Lour. 개맥문동

Smilax china L. 청미래덩굴

Smilax sieboldii Miq. 청가시덩굴

수선화과 Amaryllidaceae@

학 명 국 명
희귀 특산 식물구계학적 외래 귀화

식물 식물 특정식물 식물 식물

부록 1 계속



187 Kim, Gi Song 경주 양동마을의 외래식물 현황

Lycoris squamigera Maxim. 상사화 ○ @

마과 Dioscoreaceae

Dioscorea batatus@ Decne. 마 @ @ @ @ @

Dioscorea japonica Thunb. 참마 @

Dioscorea tokoro Makino 도꼬로마

물옥잠과 Pontederiaceae@ @ @

Eichhornia crassipes (Mart.) Solms 부레옥잠 ○

Monochoria korsakowii Regel & Maack 물옥잠 @ @ III @ @

붓꽃과 Iridaceae @ @ @ @ @

Belamcanda chinensis (L.) DC. 범부채 ○ @ @ @

Iris germanica L. 독일붓꽃 @ @ @ ○ @

Iris pseudacorus L. 노랑꽃창포 @ @ @ ○ @

Iris sanguinea Donn ex Horn 붓꽃 @ @ @

골풀과 Juncaceae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닭의장풀과 Commelinaceae

Aneilema keisak Hassk. 사마귀풀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Tradescantia reflexa Raf. 자주닭개비 @ @ @ ○

벼과 Gramineae

Beckmannia@ syzigachne (Steud.) Fernald 개피

Cleistogenes hackelii (Honda) Honda 대새풀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Echinochloa crusgalli (L.) P.Beauv. 돌피 @

Echinochloa crusgalli var. oryzicola@ (Vasinger) Ohwi 물피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 @ @ @ ○ ○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

Phragmites japonica Steud. 달뿌리풀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왕대

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이대

Setaria x pycnocoma (Steud.) Henrard ex@ Nakai 수강아지풀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천남성과 Araceae@

Acorus calamus L. 창포 ○

개구리밥과 Lemnaceae

Spirodela polyrhiza@ (L.) Sch. 개구리밥

부들과 Typhaceae

Typha orientalis@ C.Presl 부들

사초과 Cyperaceae

Carex humilis var.@ nana (H.Lev. & 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Cyperus amuricus Maxim. 방동사니

홍초과 Cannaceae

Canna@ generalis Bailey 칸나 @ @ @ ○

소 계 7 8 28 11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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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ditional living space to reflect the environment-friendly design methods and
principles of reestablishment. To do so, this study carried on a related literature study and field survey. The traditional
living space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is reflected on site selection and spac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energy and natural materials. Focused on the  Kwangajeong in Yangdong Village, this study is to
identify eco-friendly techniques on the traditional living space.  

As a result, it shows that Kwangajeong with the side of the southeast in site selection had been considered in aspect
of environmental control such as sunshine and solar radiation. Also building construction techniques had been used to
minimize the variation of terrain. In aspec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Kwangajeong had structurally arranged the
gate, an inner yard and an inner floor to allow good ventilation. In aspect of space composition, Kwangajeong with the
emphasis of scenic view had utilized the methods that attract external landscape through the control of its fences.

Environment-friendly techniques and control principles in traditional space had been developed by a long
experience through the long periods and the traditional techniques  suitable for local climate and local environment
have been developed.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these techniques to resolve the global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and create a mor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of human beings might be critical.

Key Words_Traditional Village, Traditional Landscape, Naturalization Rate, Urbaniz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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