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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raw data regarding landscape plantings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s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actual flora and landscape planting species distributed in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in Gyeongju,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lora were summarized as 149 taxa including 65 families, 117 genera, 134 species,

1 subspecies, 10 varieties and 4 forms. The naturalized plants were of 18 taxa including Rumex crispus, Trifolium repens,

Ailanthus altissima, Veronica persica, Senecio vulgaris, Festuca myuros and the like. Invasive species included Rumex

acetosell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hronological changes in landscape planting species, 23 taxa were planted in 1979,

whereas 48 taxa were planted in 2014. Therefore, the number of these species increased by 25 taxa. The landscape planting

species were of 48 taxa including 6 taxa of evergreen trees, 2 taxa of evergreen shrubs, 27 taxa of deciduous trees, 12

taxa of deciduous shrubs and 1 taxa of other. In present conditions by sections, Section A was 25 taxa, 15 taxa of Section

B, 13 taxa of Section C and 29 taxa of Section D. The species planted in common were 4 taxa including Pinus densiflora,

Acer palmatum, Euonymus alatus and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The problems in the present conditions

of landscape planting were volunteer species, the occurrence of scrub and vines and the spread of invasive alien plants.

To restore and improve the planting landscape and facilitate tree growth, scrub, volunteer species and invasive alien plants

must b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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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주역사유적지구의 경주 동궁과 월지에 분포하는 현존 식물상과 조경식재종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전통 문화재의 조경식재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물상 현황은 6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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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속 134종 1아종 10변종 4품종 등 총 149분류군이 나타났으며,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토끼풀, 가죽나무, 큰개불알풀,

개쑥갓, 들묵새 등 1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생태계교란식물은 애기수영으로 나타났다. 식재종의 시대적 변화 분석

결과, 1979년에는 23분류군이 식재된 반면, 2014년에는 48분류군이 식재되어 25분류군이 증가하였다. 조경식재종은 상록

교목 6분류군, 상록관목 2분류군, 낙엽교목 27분류군, 낙엽관목 12분류군, 기타 1분류군으로 총 48분류군이 식재되어

있었다. 구역별 식재현황의 경우, A구역은 25분류군, B구역은 15분류군, C구역은 13분류군, D구역은 29분류군으로나타났

다. 공통적으로 식재된 종은 소나무, 단풍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4분류군이었다. 조경식재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자연발생종, 잡목및덩굴식물의발생및생태계교란식물의확산이었다. 따라서식재경관의회복과개선, 원활한수목생육

을 위해서는 이들의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재, 전통정원, 식재경관, 귀화식물

Ⅰ. 서론

2000년에 지정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신라의 고도인 경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의 중

심이자종합적인역사지구이다. 본 지구의구성을살펴보면, 남

산지구는 경주남산용장사곡 삼층석탑, 천룡사지 삼층석탑, 경

주삼릉계석불좌상등, 월성지구는경주동궁과월지, 계림, 월

성, 첨성대 등, 대능원지구는 경주황남리고분군, 경주노서리고

분군 등, 황룡사지구는 황룡사지, 분황사 석탑, 산성지구는 명

활산성이있어불교유적과왕경유적이잘보존되어있다(http://

www.unesco.or.kr). 특히 월성지구는 신라왕경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문화재 밀집지역인 동시에 중요 관광지이다.

본 연구대상지인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의 별궁이면서 역

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정원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경관이 수

려하고 주변 문화자원과 관광여건이 우수하여 많은 탐방객들

이 찾고 있어,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이다. 특히 경관

조명이아름다워야간에탐방객이집중되는특징을가진다. 이

는 오후시간대에적정수용력을초과하고, 특정 시간대에방문

객이집중되어경관과식생환경의훼손이발생된다(Pan et al.,

2012)는 연구에서 규명된바있다. 이에 연중 탐방객들이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환경 관리에 많은 노력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나, 단순한 예초, 환경정비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

경학적 및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기초 연구는 전무한상태이다.

경주 동궁과 월지와 관련된 연구동향은 경관, 건축물 및 조

성에대한연구의경우, 사상적배경․기능및발굴유구(Chung,

1975), 축지기술 및 구성 특징(Lee, 1984), 건축과 조영 특성

(Chang, 1984), 전체적인 조경양식(Park, 1995), 경관조성 배

경(Ahn, 1999), 건축물의 조망경관에 대한 조화 정도와 구성

(Park et al., 2001), 조영기준과조망점의추정(Jung, 2001), 공

간구성과축조순서추정(Jo, 2006), 입수부시설의종류와특성

(An, 2014) 등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비해환경특성에대한연구는수경관복원과수질분석

(Cheong and Huh, 2004), 생태적․물리적․심리적 수용력(Li

and Kang, 2012; Pan et al., 2012), 전체 조경관리방안(Kang

and Wu, 2014)이며, 이 중 Kang and Wu(2014)는 경주 동궁

과 월지의 경관, 수용력, 식생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

으나, 식물상과조경식재종에대한내용은미흡한상태이다. 따

라서경주동궁과월지의주요경관을형성하고있는조경식재

종과 이를 포함한 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현 상태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정원을 대표하며, 경주역사유

적지구에서 핵심 문화재에 속하는 경주 동궁과 월지에 분포하

는 식물상과 조경식재종에 대해 조경학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점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

재 조경식재의 기초 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인 경주 동궁과 월지는 사적 제18호로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좌표는 북위 35°

50′05″, 동경 129° 13′56″이고, 해발고도는 약 53~56m의

범위이다. 주변 여건은 남북으로 남천과 북천이 있으며, 경주

월성, 첨성대, 계림, 인왕동 고분 등다양한문화자원이분포하

여 신라 문화재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역사적개황은삼국통일후문무왕 14년에조성된궁성지로

면적은 70,000m2이고, 신라 궁궐인 월성의 북동쪽에위치해 있

다(Li and Kang, 2012). 삼국사기의월지관련내용의경우, 문

무왕 14년(674년) ‘궁내 못을파고가산을만들고화초를심고

진이한금수를길렀다’, 혜공왕 5년(769년) ‘임해전에서군신들

에게연회를베풀었다’, 문성왕 9년(847년) ‘평의전과임해전을

중수하였다’, 경순왕 5년(931년) ‘태조가기병 50여명을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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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urrounding condition of Donggung and Wolji in Gyeongju

Source: Provided by Gyeongju City

고수도근방에…왕이백관과더불어교외로나와맞이하고궁

으로 들어와…마주 대하며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예우하고 임

해전에모셔연회를베풀었다’ 등으로기록되어있다(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2). 또한

동국여지승람의 경우, ‘…무산12봉을 상징하고 화초를 심고 진

귀한 새를 길렀다. 그 서쪽에는 임해전터가 있는…’로 되어 있

다(Park et al., 2001).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2)에서는 상기 내용을 종합한 결과, 동궁

을세우기전에못을파서원지를만들고, 그후에동궁을축조

한것으로추정되며, 동궁안에국가대사와관련하여월지를조

망하며연회를개최한임해전이존재한것으로보인다고하였다.

이렇듯본지역은신라왕경문화의중심지이면서국가중대

행사를 논의했던 행정의 중심지이나 규모, 영역, 건축물 등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추정만 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71년 연못의 준설과 주변 정화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

물이 출토된 것을 계기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1975년 3

월부터 1976년 3월까지호안석축조사, 1976년 5월부터 12월까

지 건물지발굴조사를 완료하여많은 유물이 수습되었다(Park

and Yang, 1998). 또한 1977년 6월부터 1978년까지 호안석축

복원공사를완료하였고, 1979년 10월부터 1980년 4월까지서안

의 건물 3동과 건물지 유구정비, 주변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

(Kim, 2012). 2007년 11월부터최근까지발굴조사를확대실시

하여 건물지군, 배수로, 우물, 도로유구, 석축유구 등이 확인되

었다(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2).

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 조사는 2014년 5월, 6월, 8월, 11월 등 4회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 탐방로, 수변, 수림하부, 구릉지, 중도(中島), 잔디밭

등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식물상이 관찰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하였다(Figure 2a 참조). 식물 조사는직접 동정이

가능한 종은 현장에서 야장 기입하였으며, 현지에서 불가능한

종은사진촬영을통해화상자료를바탕으로동정하였는데, 이

는 본지역이문화재지역이기때문에환경보전을위해직접적

인 식물체 채집은 실시하지 않았다.

식물의동정은 Lee(2003)의 문헌을이용하였다. 국명과학명

은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에 따라 기재하였으며, 분

류군 배열은 Engler의 분류체계(Melchior, 1964)를 바탕으로

정리한후과내학명은알파벳순으로나열하였다. 귀화식물은

a: The survey routes of flora

b: The survey sites of planting species

Figure 2. The survey routes and sit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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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2009)의 문헌을 바탕으로 동정하였으며, 이 중 생태계교

란야생식물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의 문헌을이용하였다. 귀화식물의 원산지, 귀화도, 이입

시기와같은속성정보는 Lee et al.(2011)의자료를활용하였다.

식재종조사는토지이용, 이용행태및역사적배경을토대로

전체 구역을 평탄지 및 잔디밭(A), 건물지 및 건물유구지(B),

월지 내 중도(C), 무산십이봉을 포함한 동안(東岸)의 구릉지

(D)로 구분하였다(Figure 2b 참조). 구역별 식재종 조사는 지

형도, 위성영상을 바탕으로사전수목위치를개략적으로파악

한 후 현장에서 GPS를 사용하여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였다.

교목성 독립수, 군식 및 군락은 상기 전술한 방법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으며, 관목의군식은 GPS 측정과함께 줄자로식재면

적을 함께 기재하였다. 군식 모양은 현장에서 스케치한 후 내

업 과정을 통해 최종 도면화하였다.

과거와 현재의식재종비교를위해경주사적공원관리소에서

1979년 작성된 내부문건을 토대로 식재종을 비교하여 변화추

이를분석하였다. 식물상 및 조경식재종에대한조사를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은 조경학적 및 생태학적 관점으로 구분하였으

며, 조경학적 관점은조경식재지및식재경관의저해요소인자

연발생종과 덩굴식물을, 생태학적 관점은 본 지역에서 분포하

는 식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교란야생식물에 대해 제언

하였다. 이들의현황과분포지역은상기전술한식재구역의구

분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군락을 표기하여 공간자료화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종조성 현황

전체 식물상은 65과 117속 134종 1아종 10변종 4품종 등 총

149분류군(taxa)이 확인되었다(Table 1 참조). 분류단계별로

살펴보면, 양치식물 4과 4속 4종등 4분류군, 나자식물 3과 4속

6종 1변종등 7분류군, 피자식물 58과 109속 124종 1아종 9변종

4품종등 138분류군이며, 이 중쌍자엽식물은 51과 90속 105종

1아종 5변종 4품종등 115분류군, 단자엽식물은 7과 19속 19종

4변종등 23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본지역에서 확인된 수

생식물은 수련, 애기마름, 노랑어리연꽃, 노랑꽃창포 등 4분류

Level Family Genus Species Subspecies Variety Form Subtotal

Pteridophyta 4 4 4 - - - 4

Gymnospermae 3 4 6 - 1 - 7

Angiospermae 58 109 124 1 9 4 138

Dicotyledonae 51 90 105 1 5 4 115

Monocotyledonae 7 19 19 - 4 - 23

Total 65 117 134 1 10 4 149

Table 1. Taxonomic category numbers of flora of this site

군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월지 가장자리의 만곡부에서 생육

하고 있었다.

분류군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과의 경우, 벼과 14분류군

(9.4%), 국화과 13분류군(8.7%), 장미과 10분류군(6.7%)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벼과와 국화과는 광조건이 풍부한 지역

에서많이분포하는데본지역의경우지형적조건이단순하고

수림대가 많이 없어 광조건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분포가

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지역과 인접한 월성과 계림의 식물상을 비교해 보면, 월

성과 계림은 69과 245분류군(You et al., 2011)으로, 본 지역보

다많은분류군수가출현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조사면적,

조사경로, 시기 등의차이보다는환경관리에의한것으로생각

된다. 월성과계림은비교적관리를하지않는반면, 동궁과월

지는주기적인예초작업, 잡초제거 등이이루어지기때문에상

대적으로 분류군수가 적었다고 판단된다.

2. 귀화식물

귀화식물은소리쟁이, 토끼풀, 가죽나무, 큰개불알풀, 털별꽃

아재비, 개쑥갓, 서양민들레, 들묵새, 좀포아풀 등 18분류군으

로 확인되었으며, 생태계교란식물은 애기수영 1분류군으로 나

타났다(Table 2 참조).

귀화식물의 속성정보는 귀화도의 경우, 1등급, 2등급 및 4등

급은 각 1분류군(5.6%), 3등급은 4분류군(22.2%), 5등급은 11

분류군(61.1%)으로 나타났으며, 이입시기의 경우 1기는 11분

류군(61.1%), 2기는 2분류군(11.1%), 3기는 5분류군(27.8%)으

로 분석되었다. 원산지는 유럽 9분류군(50.0%), 북아메리카 4

분류군(22.2%), 유라시아 3분류군(16.7%), 아시아 및 열대아

메리카 각 1분류군(5.6%)으로 나타났다. 귀화도가 4등급 이상

이면서이입시기가 3인식물은전국적으로빠르게확산되어모

니터링이 요구되는데(Lee et al., 2011), 본 지역에서 콩다닥냉

이 1분류군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현재 급속도로 확산이 예

상되는 종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나, 연중 탐방객

들이많이찾는지역이기때문에귀화식물의발생가능성이높

을수있으므로조경관리방안에귀화식물에대한관리도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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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name Scientific-Korean name
Remark

Ⅰ Ⅱ Ⅲ

Polygonaceae
Rumex acetosella L. 애기수영★ 3 1 EU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5 1 EU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3 3 NA

Chenopodiaceae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 5 1 EA

Cruciferae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 5 3 NA

Leguminosae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5 1 EU

Simaroubaceae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 5 1 AS

Scrophulariaceae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3 1 EA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5 2 EA

Compositae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5 1 NA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5 1 NA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 2 3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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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5 1 EU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5 1 EU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5 1 EU

Gramineae
Festuca myuros L. 들묵새 4 2 EU

Poa compressa L. 좀포아풀 1 3 EU

★ Invasive alien plant

Ⅰ: Naturalized degree(1: rare, 2: local and not abundant, 3: common but not abundant, 4: local but abundant, 5: common and abundant)

Ⅱ: Introduced period(1: 1876~1921, 2: 1922~1963, 3: 1964~the present)

Ⅲ: Origin (NA: North America, EU: Europe, EA: Eurasia, TA: Tropical America, AS: Asia)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ized plants in this site

3. 조경식재종 분석

1) 식재종의 시대적 비교

1979년에 식재된 종은 소나무, 곰솔, 주목, 팽나무, 참느릅나

무, 느티나무, 고광나무, 매실나무, 복사나무, 왕벚나무, 해당화,

싸리,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신나무, 복자기, 화살나무, 배롱나

무, 산수유, 진달래, 산철쭉, 일본병꽃나무, 솜대등총23분류군으

로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동일하게존재하였다(Appendix

1 참조). 그러나산벚나무와고로쇠나무는현재관찰되지않아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료에서 일본병꽃나무를 병꽃

나무로 기재하였으나, 오동정에 의해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과 2014년현재의식재종을비교한결과는 Figure 3과

같다. 1979년에는 상록교목 3분류군, 낙엽교목 12분류군, 낙엽

관목 7분류군, 솜대 군락에 해당되는 기타는 1분류군으로 총

23분류군이었으며, 2014년의 경우 상록교목 6분류군, 상록관목

2분류군, 낙엽교목 27분류군, 낙엽관목 12분류군, 기타 1분류군

으로 총 48분류군이었다. 따라서 상록교목은 3분류군, 상록관

목 2분류군, 낙엽교목은 15분류군, 낙엽관목은 5분류군이 증가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5분류군이 새로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

다. 새롭게 식재된종은 전나무, 잣나무, 일본오엽송, 사철나무,

Figure 3. The comparison of planting species in 1979 and 2014

영산홍, 은행나무, 모과나무, 처진개벚, 자귀나무, 감나무, 개나

리 등이다.

2) 구역별 식재종

조경식재종은 상록교목 6분류군, 상록관목 2분류군, 낙엽교

목 27분류군, 낙엽관목 12분류군, 기타 1분류군등총 48분류군

이다(Table 3, Figure 4 참조). 구역별현황을살펴보면, A구역

은 상록교목 4분류군, 낙엽교목 12분류군, 낙엽관목 8분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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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map of landscape planting species in this site



경주�동궁과�월지의�현존�식물상과�조경식재종의�분석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9

한국조경학회지�제�43권� 3호(2015년� 6월)� �7

Section
Size Evergreen Deciduous

etc. Subtotal
Area(m2) Ratio(%) Tree Shrub Tree Shrub

A 22,468 40.3 4 - 12 8 1 25

B 14,263 25.6 1 1 6 7 - 15

C 1,445 2.5 2 1 6 4 - 13

D 17,611 31.6 2 - 20 6 1 29

Total 55,787 100.0 6 2 27 12 1 48

Table 3. The conditions of landscape planting species in this site

기타 1분류군, B구역은 상록교목 1분류군, 상록관목 1분류군,

낙엽교목 6분류군, 낙엽관목 7분류군, C구역은 상록교목 2분

류군, 상록관목 1분류군, 낙엽교목 6분류군, 낙엽관목 4분류군,

D구역은 상록교목 2분류군, 낙엽교목 20분류군, 낙엽관목 6분

류군, 기타 1분류군이다. 4개 구역에서 공통적으로 식재된 종

은 소나무, 단풍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등 4분류군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식재면적은전체면적 70,000m2에서수공간 14,213m2

를제외하면 55,787m2이며, 이 중 A구역은 22,468m2로가장넓

었고, C구역이 1,445m2로 가장 적었다. 전체 식재면적에서 각

구역별 해당 점유비율은 A구역 40.3%, B구역 25.6%, C구역

2.6%, D구역 31.6%이다.

식재구역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 식재면적은 A구역이가장

넓었는데, 대부분조경식재지역인동시에잔디밭으로구성되어

있었다. C구역은 면적이 가장 적었는데, 이는 중도 형태를 하

고 있었기 때문이며, 종수 또한 적었다. 그러나 B구역은 면적

이 두 번째로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수가 적은 것은 건물지

또는 건물유구지인 관계로 식재종이 대부분 호안석축 주변에

열식형태로 식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관리방안

a: Naturally occurring trees b: The occurrence of vines c: The appearance of invasive alien plant

Figure 5. The major problems revealed in this site

1) 문제점

본지역에서관리가필요한부분은자연발생종, 덩굴식물출

현 및 피압현상, 생태계교란식물의 군락이다(Figure 5 참조).

자연발생종은 B구역과 C구역에서 관찰되었으며, 가죽나무, 곰

솔로 확인되었다. 가죽나무는 B구역과 C구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곰솔과함께관목식재지에서단풍나무와느티나무

와 같은 유묘의 발생은 C구역에서 확인되었다.

환삼덩굴, 며느리밑씻개 및 댕댕이덩굴과 같은 덩굴식물은

C구역에서만 관찰되었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인 애기수영은

A구역과 C구역에서 출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대군락을 형성

하고 있었다.

2) 관리제언

(1) 자연발생종 및 덩굴식물

가죽나무는성목인개체가없음에도불구하고, 석축및경관

석틈새에서생육하고있었다. 이는 인접한 월성의가장자리에

서생육하고있는개체에서생산된종자가바람에의해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죽나무의 발생은 기존 식재경관의

이질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종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석축에서 발생된 개체가 생장함에 따라 근계가 확장되어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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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매 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 따라서 발생된 가죽나무는 생

태적, 경관적 및 문화적 관점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

에서 종자가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인접한 월성에서 생육

하는 성목도 함께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곰솔의 발생은 주변 성목에서 낙하한 종자가 발아한 개체로

추정되는데, 성목 개체의 군락 주변으로 생육하고 있어 식재

구성과 배치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발생 개체가 생

장할경우수관폭이커져태양광을차단하여주변수목의생장

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식재경관 개선과 함께 주변 수목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관목 식재지는 단풍나무와 느티나무 유묘와 같은 잡목과 환

삼덩굴과같은덩굴식물이발생하여기식재된수목의생장방

해, 식재경관 저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식재

종보다 불필요종의 수고가 높고, 상부를 피압하고 있어 수광

조건이불량하였다. 이러한현상은월지내중도에서집중적으

로 발생되고 있었다. 중도는 관리 선박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

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동절기를제외하고분기별조경관리가반드시필요

할 것이다.

(2) 생태계교란식물

애기수영은 종자뿐만 아니라 왕성한 지하경 번식으로 인해

도로변, 경작지, 제방, 산지까지 확산되며, 왕성한 생장에 의해

경쟁력이 높아 다른 식물보다 우세 군락으로 발전함과 아울러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다른 식물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성

외래식물이다(Kil et al., 1997; Lee et al., 2001).

현재 조경관리 시 단순 예초작업만 이루어지고 있어 애기수

영의 뿌리부분은 원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예초작업에

의해 종자가 더 용이하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애기

수영의 우점은 식재종의 생육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연

식생 및 생태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애기수영은 조속한 제거가 필요한데, 애기수영은 지

하경에 의한 번식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지하경을 굴취하여

제거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나지하경의과도한굴취는토양

내애기수영및기타귀화식물의매토종자에대해발아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 및 구역별로 세밀한 제거계획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동궁과

월지의 식물상과 조경식재종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나

라 문화재의 조경식재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동궁과 월지에서 출현한 식물상 및 조경식재종에 대한 현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포하는 식물상 현황은 65과 117속 134종 1아종

10변종 4품종 등 총 149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4과 4속 4종,

나자식물은 3과 4속 6종 1변종,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51

과 90속 105종 1아종 5변종 4품종, 단자엽식물은 7과 19속 19종

4변종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토끼풀, 가죽나무, 큰개불알

풀, 개쑥갓, 들묵새 등 1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생태계

교란식물은 애기수영 1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식재종의 시대적 변화 분석 결과, 1979년에는 상록

교목 3분류군, 낙엽교목 12분류군, 낙엽관목 7분류군, 솜대 군

락에해당되는기타는 1분류군으로총 23분류군이며, 2014년은

상록교목 6분류군, 상록관목 2분류군, 낙엽교목 27분류군, 낙엽

관목 12분류군, 기타 1분류군으로 총 48분류군이다. 따라서 상

록교목은 3분류군, 상록관목 2분류군, 낙엽교목은 15분류군, 낙

엽관목은 5분류군이 증가하였다.

네 번째, 식재종 현황의 경우, A구역은 25분류군, B구역은

15분류군, C구역은 13분류군, D구역은 29분류군이며, 4개구역

에서 공통적으로 식재된 종은 소나무, 단풍나무, 산철쭉, 화살

나무 등 4분류군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자연발생종, 덩굴식물의 발생

및 생태계교란식물의 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연발생종은 B구역과 C구역에서 관찰되었으며,

가죽나무, 곰솔로 확인되었다. 가죽나무는 B구역과 C구역에서

공통적으로나타났으며, 곰솔과함께관목식재지에서단풍나무

와 느티나무와 같은 유묘의 발생은 C구역에서 확인되었다. 가

죽나무는 본 지역과 인접한 월성에서 생육하는 성목에서 종자

가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석축이나 경관석

틈새에서 생육하여 구조물 피해 및 식생경관에 이질감을 유발

시키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곰솔 또한식재경관 및 주변 식

재종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환삼덩굴, 며느리밑씻개및댕댕이덩굴과같은덩굴식물은 C구

역에서만 관찰되으며, 이 또한 식재된 수목의 생장 방해, 불량

한식재경관을발생시켜전체적으로관리가요구되는부분이다.

두 번째, 생태계교란식물인 애기수영은 A구역과 C구역에서

출현하였으며, 군락형태로 생육하고 있어 우점종이 될 가능성

이높다. 애기수영은지하경으로번식이왕성하기때문에, 잡초

관리 시 지하경을 굴취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과도한지하경굴취는다른귀화식물의발생을유발시킬수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경주 동궁과 월지

에 대해 생태학적, 조경학적 관점에서 식물상 및 식재종에 대

한 현황,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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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종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

경정보가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식물종을포함한자연환경및

인문사회학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영속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

과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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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Korean name Scientific-Korean name

Equisetaceae 속새과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Th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G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Th

Pteridaceae 봉의꼬리과 Chenopodiaceae 명아주과

Pteris multifida Poir 봉의꼬리H Chenopodium album L. 흰명아주Th☆

Aspleniaceae 꼬리고사리과 Amaranthaceae 비름과

Asplenium incisum Thunb. 꼬리고사리H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H

Dryopteridaceae 면마과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Cyrtomium fortunei J. Sm. 쇠고비H Berberis thunbergii DC. 일본매자나무N (A)

Ginkgoaceae 은행나무과 Menispermaceae 새모래덩굴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MM (A,D)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Ch

Pinaceae 소나무과 Nympaeaceae 수련과

Abies holophylla Maxim. 전나무MM (A)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HH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MM● (A,B,C,D) Papaveraceae 양귀비과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잣나무MM (A)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Th

Pinus parviflora var. pentaphylla Henry. 일본오엽송MM (A) Fumariaceae 현호색과

Pinus thunbergii Parl. 곰솔MM● (D)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 Zucc. 염주괴불주머니Th

Taxaceae 주목과 Cruciferae 십자화과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주목MM● (C) Capsella bursa-pastoris (L.) L.W.Medicus 냉이Th

Salicaceae 버드나무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Th

Salix chaenomeloides Kimura 왕버들MM (B) Draba nemorosa L. 꽃다지Th

Salix pseudolasiogyne H. Lév. 능수버들MM (C) Lepidium virginicum L. 콩다닥냉이Th☆

Fagaceae 참나무과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H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MM Crassulaceae 돌나물과

Ulmaceae 느릅나무과 Sedum bulbiferum Makaino 말똥비름Th

Celtis sinensis Pers. 팽나무MM● (A,C,D) Sedum sarmentosum Bunge 돌나물H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시무나무MM (D) Saxifragaceae 범의귀과

Ulmus parvifolia Jacq. 참느릅나무MM● (B,C,D) 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광나무N● (B,D)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MM● (A,B,D) Rosaceae 장미과

Moraceae 뽕나무과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모과나무MM (A,B,D)

Morus alba L. 뽕나무M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Ch

Morus bombycis for. dissecta Nakai 가새뽕나무M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Ch

Cannabaceae 삼과 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M● (D)

Humulus japonica Siebold ＆ Zucc. 환삼덩굴Th Prunus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M● (D)

Polygonaceae 마디풀과 Prunus verecunda var. pendula (Nakai) W.T.Lee 처진개벚MM (D)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Th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MM● (A,D)

Persicaria senticosa (Meisn.) H. 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Th 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N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Th Rosa rugosa Thunb. 해당화N● (B)

Rumex acetosella L. 애기수영H☆★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N

Rumex crispus L. 소리쟁이H☆ Leguminosae 콩과

Phytolaccaceae 자리공과 Albizia julibrissin Durazz. 자귀나무M (C)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G☆ Gleditsia japonica Miq. 주엽나무MM (D)

Caryophyllaceae 석죽과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N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Th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N● (A,C)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Th Sophora japonica L. 회화나무MM (A,D)

Sagina japonica (Sw.) Ohwi 개미자리Th Trifolium repens L. 토끼풀Ch☆

Appendix 1. The list of flora distributed in thi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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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MM Ebenaceae 감나무과

Oxalidaceae 괭이밥과 Diospyros kaki Thunb. 감나무MM (A,D)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Ch Oleaceae 물푸레나무과

Oxalis stricta L. 선괭이밥Ch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개나리N (A)

Euphorbiaceae 대극과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N

Securinega suffruticosa (Pall.) Rehder 광대싸리N (C)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N (A,D)

Simaroubaceae 소태나무과 Menyanthaceae 조름나물과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가죽나무MM☆ Nymphoides peltata (Gmel.) Kuntze 노랑어리연꽃HH

Aceraceae 단풍나무과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M● (A,B,C,D)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H

Acer palmatum var. sanguineum Nakai. 홍단풍M (B) Rubiaceae 꼭두서니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MM● (D) Galium sppurium var. echinospermum (Wallr.) Hayek 갈퀴덩굴Th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M● (A,D) Convolvulaceae 메꽃과

Acer trifolium Kom. 복자기M● (D) Calystegia hederacea Wall. 애기메꽃G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Boraginaceae 지치과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화살나무N● (A,B,C,D)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Th

Euonymus hamiltonianus Wall. 참빗살나무N (A,D) Verbenaceae 마편초과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N (B)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N (B)

Rhamnaceae 갈매나무과 Labiatae 꿀풀과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대추나무MM (A)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Th

Vitaceae 포도과 Solanaceae 가지과

Ampelopsis brevipedunculata for. citrulloides Rehder 가새잎개머루N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H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N Solanum nigrum L. 까마중Th

Malvaceae 아욱과 Scrophulariaceae 현삼과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N (A) Mazus pumilus (Burm.f.) Steenis 주름잎Th

Sterculiaceae 벽오동과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Th☆

Firmiana simplex (L.) W.F.Wight 벽오동MM (D)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Th☆

Violaceae 제비꽃과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Viola japonica Langsdorf ex Ging. 왜제비꽃H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Th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H Plantaginaceae 질경이과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H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H

Cucurbitaceae 박과 Caprifoliaceae 인동과

Gynostemma pentaphyllum (Thunb.) Makino 돌외G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N

Lythraceae 부처꽃과 Weigela coraeensis Thunb. 일본병꽃나무N● (B,D)

Lagerstroemia indica L. 배롱나무M● (A,C,D) Compositae 국화과

Lythrum anceps (Koehne) Makino 부처꽃G Artemisia princeps Pamp. 쑥H

Trapaceae 마름과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Th☆

Trapa incisa Siebold ＆ Zucc. 애기마름HH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Th☆

Cornaceae 층층나무과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Th☆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산수유M● (A,D)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Th☆

Umbelliferae 산형과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H

Hydrocotyle maritima Honda 선피막이Ch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Th

Ericaceae 진달래과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 Maxim. 머위H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N (C) Senecio vulgaris L. 개쑥갓Th☆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N● (B,C)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H☆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H.Lév.) Sugim. 산철쭉N● (A,B,C,D) Taraxacum coreanum Nakai 흰민들레H

(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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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H☆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Th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Th Festuca myuros L. 들묵새H☆

Liliaceae 백합과 Festuca ovina L. 김의털H

Allium macrostemon Bunge 산달래G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H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맥문동G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솜대M● (A,D)

Iridaceae 붓꽃과 Poa annua L. 새포아풀Th

Iris pseudoacorus L. 노랑꽃창포G Poa compressa L. 좀포아풀H☆

Juncaceae 골풀과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Th

Luzula capitata (Miq.) Miq. 꿩의밥H Trisetum bifidum (Thunb.) Ohwi 잠자리피H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Zoysia japonica Steud. 잔디H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Th Araceae 천남성과

Gramineae 벼과 Pineelia ternata (Thunb.) Breitenb. 반하G

Agropyron ciliare (Trin.) Franch. 속털개밀Th Cyperaceae 사초과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Hack.) Ohwi 개밀Th Carex bostrychostigma Maxim. 길뚝사초H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Kom.) Ohwi 뚝새풀Th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H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Th Rhynchospora fujiiana Makino 좀고양이수염H

MM: Megaphanerophytes, M: Microphanerophytes, N: Nanophanerophytes, Ch: Chamaephytes, H: Hemicryptophytes, G: Geophytes, Th: Therophytes, HH:

Hydrophytes

☆: Naturalized plant, ★: Alien invasive plant, ●: Planting species in 1979

(A,B,C,D): Planting section

(Appendix 1.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