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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fundamental data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etland ecosystem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major wetlands,

Gyeongju National Park. The study sites were Tohamsan wetland, Amgok wetland and Namsan

wetland. The numbers of vascular plants were summarized as 200 taxa including 70 families, 145 gen-

era, 171 species, 2 subspecies, 23 varieties and 4 forms. The threatened species designa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was Utricularia yakusimensis, and the rare plants were 7 taxa including Utricularia

yakusimensis, Drosera rotundifolia, Mosla japonica, Utricularia bifida, Pogonia japonica, Utricularia

racemosa and Iris ensata var. spontanea. The Korean endemic plants were Lespedeza maritima and

Weigela subsessilis.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12 taxa including 3 taxa of grade Ⅴ,

1 taxa of grade Ⅳ, 1 taxa of grade Ⅲ, 2 taxa of grade Ⅱ and 5 taxa of grade Ⅰ. The plants with

approval for delivering oversea were 9 taxa including Glycine soja, Saussurea pulchella, Habenaria

linearifolia and so forth. The naturalized platns were 5 taxa including Rumex obtusifolius, Ambro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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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ifolia, Bidens frondosa, Erigeron annuus and Erigeron strigosus, the invasive alien plant was

Ambrosia artemisiifolia.

Key Words : Threatened species, Endemic plant, Naturalized plant, Invasive alien plant

I. 서 론

습지는 수분 저장원, 홍수완화, 침식 조절, 영

양분 및 퇴적물 보유, 오염물질 잔류, 생물서식

공간 제공, 휴양과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 습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선 생물다양성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Kil and

Yang, 2012). 습지의 생태적 특징은 육상과 해

상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연결매체로

서 영구적 및 계절적으로 습윤하며, 육상생태계

와 수생태계의 전이대이기 때문에(Yi, 2012) 습

지는 두 개의 생태계가 연결된 민감한 생태적

전이대로서 독특한 생물서식공간을 형성하는

핵심보전지역이다.

근대 이후 한국의 습지는 자원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한 매립 및 간척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습

지훼손이 심각하였으나 최근 생태계 기반과 생

물다양성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어(Jeong et

al., 2013) 다양한 보전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

되며, 이 중 내륙습지의 면적은 1,872.7㎢로 국

토의 약 1.87%를 점하고 습지보호지역은 전체

습지의 약 6.25%, 국토의 약 0.12%이다(Kim et

al., 2013). 이에 습지는 국토 면적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생태계에 비해 생물다양성, 생산성

및 기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습지생태계는 국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에 있다.

습지는 해안, 하구, 하천, 호수, 산지 등 다양

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데 국토의 약 65%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산지 내에도 수많은 습지가

있으며, 대암산 용늪, 재약산 산들늪, 정족산 무

제치늪, 지리산 왕등재늪, 천성산 화엄늪 등이

대표적인 산림습지이다. 이러한 산림습지는 산

지 내 형성된 습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하층식

생은 습지에 분포하는 종이 나타나며, 소택지,

늪원, 이탄지로 구분되어 특이한 생물서식처를

형성하기 때문에 산림생태계의 중요한 생물서

식공간과 생물종 공급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

다(You and Mun, 2012). 따라서 산림습지는 산

림생태계에서 독특한 환경, 경관, 식생을 가지

고 있는 특수 공간이기 때문에 산림생태계의 생

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해 우선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진행된 지역은 경

주국립공원의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에 위치한

습지로서 격년으로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원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식물상 변화를 주기적으로 감

시한다. 이러한 식물상은 지역의 환경을 반영하

는 생태적 지표로서 지역의 생태계적 위치 및 특

성 파악과 함께 식물상의 변화는 지역의 생육환

경이 변한 것을 의미한다(Kim and Myung,

2008). 따라서 식물상은 습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환경변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

한 생태정보이다. 경주국립공원 내 습지의 식물

상 및 식생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토함산

습지 및 암곡습지의 식물상(Gyeongju National

Park Office, 2011; Kim et al., 2013), 토함산습지

의 식생과 군락구조(Lee et al., 2014)만 수행되어

남산습지 등을 포함한 경주국립공원의 대표적

습지의 식물상을 반영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 내 위치한 토함

산습지, 암곡습지, 남산습지 등 주요 3개 습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습지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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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location map of major wetlands

Site Tohamsan wetland Amgok wetland Namsan wetland

Size 3,824㎡ 13,228㎡ 2,500㎡

Location
N35°51′30″

E129°22′25″

N35°53′06″

E129°21′36″

N35°**′**″

E129°**′**″

Altitude 501m 440m 221m

Aspect WS ES E

Slope 2～3% 5～7% 20%

Table 1.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ajor wetland

목적이 있다.

II. 재료 및 방법

1. 대상지 개황

행정구역의 경우 토함산습지는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7 일원, 암곡습지는 암곡동 산1-12

일원, 남산습지는 내남면 노곡리 산23-1 일원이

며, 토함산습지는 2012년 12월 31일, 남산습지

는 2015년 12월 31일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연

구대상지별 환경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남산

습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희귀식물이 분포

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본 연구에서 위치좌표

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 식생현황의 경우 토함산습지는 신갈나

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함께

소나무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습지 내부에는

버드나무군락이 습지 상부에 있고 가장자리에

는 미역줄나무, 조록싸리, 철쭉, 병꽃나무, 생강

나무, 당단풍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다. 암곡습

지는 상수리나무군락, 잣나무식재림을 중심으

로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등이 점

상으로 분포하며, 습지 내부에는 오리나무군락

과 갈대군락이 우점한 상태였다. 남산습지는 소

나무군락이 우점하였으며, 습지내부에는 오리

나무, 소나무가 혼생하고 진퍼리새와 억새가 군

락을 형성하고 있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시기는 2015년 5월, 7월, 9월 및 2017년

6월, 8월에 실시하였으며, 각 습지 당 총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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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Date

Tohamsan wetland 5 May 2015, 17 July 2015, 21 Sept. 2015, 7 June 2017, 11 Aug. 2017

Amgok wetland 16 May 2015, 2 July 2015, 22 Sept. 2015, 29 June 2017, 18 Aug. 2017

Namsan wetland 23 May 2015, 14 July 2015, 29 Sept. 2015, 6 June 2017, 4 Aug. 2017

Table 2. Dates and sites of field survey

Tohamsan wetland Amgok wetland Namsan wetland

Figure 2. The landscape of major wetlands

걸쳐 조사하였다(Table 2). 이는 계절별로 출현

하는 다양한 식물상의 관찰 및 계절별 우점종

파악을 위한 것이다. 식물상 조사는 각 습지 내

부를 우선적으로 하였으며, 습지 가장자리 반경

약 5m도 포함시켜 습지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전이대 특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습지 내부의

면적과 지형을 고려하여 15m×15m의 조사구를

토함산습지와 암곡습지는 각 2개소, 남산습지는

1개소를 설치하여 습지 전형종과 지표종에 대

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는 영구조사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생태정보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식물의 동정은 Lee(2003), Lee(2006), Korea

National Arboretum(2004; 2016)의 문헌을 사용

하여 동정하였다. 동정된 식물의 학명과 국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rboretum

and 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 2007)

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분류군은 Engler 체

계(Melchior, 1964)에 따라 배열하였고 과내 학명

은 알파벳 순으로 기록하였다. 최종적으로 동정

되어 학명과 국명이 부여된 종에 대해 식물목록

을 Appendix 1과 같이 작성하였다.

각 습지의 생태적 중요종 파악을 위해 멸종위

기야생생물(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4), 희귀식물

(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National

Arboretum, 2009), 한국특산식물(Korea National

Arboretum, 2005; Chung et al., 2017), 식물구계학

적 특정식물(Ministry of Environment, 2012), 국

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Ministry of Environ-

ment and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

ces, 2012), 귀화식물(Park, 2009; Lee et al., 2011),

생태계교란식물(National Institute of Environ-

mental Research, 2012)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현황

3개 주요습지의 전체 식물상은 70과 145속 171

종 2아종 23변종 4품종 등 200분류군으로 확인

되었으며, 양치식물은 6과 6속 6종 1변종 등 7

분류군(3.5%), 나자식물은 2과 2속 4종 등 4분

류군(2.0%), 피자식물 중 쌍자엽식물은 52과

101속 123종 2아종 14변종 3품종 등 142분류군

(71.0%), 단자엽식물은 10과 36속 38종 8변종 1

품종 등 47분류군(23.5%)이다(Table 3). 과내 분

류군수가 많은 상위 5개과는 벼과 22분류군

(11.0%), 국화과 21분류군(10.5%), 장미과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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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Family Genus Species Subspecies Variety Form subtotal

Pteridophyta 6 6 6 - 1 - 7

Gymnospermae 2 2 4 - - - 4

Angiospermae 62 137 161 2 22 4 189

Dicotyledoneae 52 101 123 2 14 3 142

Monocotyledoneae 10 36 38 - 8 1 47

Total 70 145 171 2 23 4 200

Table 3. The numbers of vascular plants in major wetland

Figure 3. The numbers of taxa by major wetlands

류군(6.5%), 사초과 11분류군(5.5%), 마디풀과 9

분류군(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류수를 보면, 토함산습지는 100분

류군(50.0%), 암곡습지는 124분류군(62.0%), 남

산습지는 87분류군(43.5%)으로 나타나, 암곡습

지가 가장 많았으며, 남산습지가 가장 적었다

(Figure 3).

기존 연구와 비교해보면, 2011년도 습지모니

터링에서는 토함산습지는 132분류군(Gyeongju

National Park Office, 2011), 암곡습지는 71분류

군(Gyeongju National Park Office, 2011) 및 233

분류군(Kim et al., 2013)으로, 2011년도 암곡습

지 조사결과를 제외하고 모두 본 연구보다 분류

군수가 많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습지내부

와 가장자리를 대상으로 한 반면, 과거 연구는

습지를 포함한 주변 유역권을 대상으로 하여 조

사면적이 넓었고 지형요소도 다양하여 식물분

류군수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남산

습지의 경우 본 연구가 최초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다.

2. 멸종위기야생생물

멸종위기야생식물은 Ⅱ급인 자주땅귀개 1분

류군이며, 남산습지에서 출현하였다. 분포면적

은 약 10㎡로 50여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땅귀

개, 이삭귀개, 끈끈이주걱이 혼생하고 있어 이

들은 유사한 생육조건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

는 부산 일광산습지(Choi et al., 2003)와 장산

(Lee et al., 2011)에서도 이들이 혼생하는 것으

로 보고되어 본 지역의 생육형태도 이와 일치하

였다. 자주땅귀개는 한국, 일본의 산지습지에

분포하는 식물로서 한국의 경우 경남 양산시,

울산 울주군, 부산, 한라산 등 주로 중부 이남에

분포한다(Lee et al., 2011; Park et al., 2011).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위협에 처한 원인은 생

육지 파괴, 서식지 조각화, 환경오염 등이며, 인

간활동 증가에 의한 서식지 감소가 주 원인이다

(Lee et al., 2011). 자주땅귀개가 출현한 남산습

지는 탐방로와 이격되어 간섭과 교란은 비교적

없다고 생각되나 사면에 위치하고 주변에 소나

무군락의 영향으로 광조건의 변화나 토사유출

로 인한 습지의 육화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생육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3. 희귀식물

희귀식물은 7분류군이며, 멸종위기종(CR)은

자주땅귀개 1분류군, 취약종(VU)은 끈끈이주

걱, 산들깨, 땅귀개, 큰방울새란 등 4분류군, 약

관심종(LC)은 이삭귀개, 꽃창포 등 2분류군이다

(Table 4, Figure 4).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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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 Utricularia bifida L.

Drosera rotundifolia L. Mosla japonica (Benth.) Maxim. Pogonia japonica Rchb.f.

Figure 4. The photos of rare plants in major wetland of Gyeongju National Park

Scientific-Korean name Site Grade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 자주땅귀개 C CR

Drosera rotundifolia L. 끈끈이주걱 C

VU
Mosla japonica (Benth.) Maxim. 산들깨 B

Utricularia bifida L. 땅귀개 C

Pogonia japonica Rchb.f. 큰방울새란 C

Utricularia racemosa Wall. 이삭귀개 C
LC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 A, B, C

A: Tohamsan wetland, B: Amgok wetland, C: Namsan wetland

Table 4. The list of rare plants in major wetlands

땅귀개, 땅귀개, 이삭귀개, 끈끈이주걱은 혼생하

고 있었으며, 땅귀개, 이삭귀개가 많이 관찰되

었다. 땅귀개, 이삭귀개 등과 같은 식충식물이

우점하는 지역은 토양이 산성화된 습지이기 때

문에(Paik, 2010) 이들 분포특성으로 볼 때 본

지역도 산성토양을 가진 습지라고 생각된다.

식충식물은 산성토양을 가진 습지가 자생지

로서 자가 영양식물인 동시에 타가 영양식물로

독특한 생육기작을 가지는데 대규모 채집과 생

육지의 개발로 군집이 고갈되고 있다(Kim et

al., 2006). 특히 식충식물은 제한된 종수와 분포

지역이 협소하고 영양번식도 특이하여 이들이

분포하는 습지는 보전이 필요한데(Choi et al.,

2003) 식충식물은 남산습지에서만 출현하였다.

이에 남산습지는 2015년 12월 31일에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남산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은 매우 높다.

현재 특별보호구역 자원모니터링이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조사결과만을 축적하기 보다

는 향후 생태계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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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Korean name Site Grade

Utricularia bifida L. 땅귀개 C

ⅤUtricularia racemosa Wall. 이삭귀개 C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 자주땅귀개 C

Drosera rotundifolia L. 끈끈이주걱 C Ⅳ

Tephroseris pseudosonchus (Vaniot) C.Jeffrey ＆ Y.L.Chen 물솜방망이 A Ⅲ

Scutellaria dependens Maxim. 애기골무꽃 A
Ⅱ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 A, B, C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B

Ⅰ

Lycopus maackianus (Maxim. ex Herder) Makino 애기쉽싸리 C

Hosta capitata (Koidz.) Nakai 일월비비추 A, C

Glyceria leptolepis Ohwi 왕미꾸리광이 A, B

Microstegium japonicum (Miq.) Koidz. 민바랭이새 A, B

A: Tohamsan wetland, B: Amgok wetland, C: Namsan wetland

Table 5. The list of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in major wetlands

해야 할 것이며, 접근방지책 등의 설치가 요구

된다.

4. 한국특산식물

한국특산식물은 해변싸리, 병꽃나무 등 2분

류군이며, 해변싸리는 남산습지에서, 병꽃나무

는 토함산습지 및 암곡습지에서 생육하였다. 이

들은 주로 습지 가장자리 또는 건조지에서 생육

하고 있었으며, 위협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병꽃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현하고 환

경적응력도 좋으며, 해변싸리는 주로 남부지방

에서 출현하는 종이나 특수한 환경을 요구하는

식물은 아니다. 따라서 습지생태계에서 주요 감

시종은 아니지만 한국의 고유한 식물자원이기

때문에 개체군 규모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5.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경우 Ⅴ등급은 땅

귀개, 이삭귀개, 자주땅귀개 등 3분류군, Ⅳ등급

은 끈끈이주걱 1분류군, Ⅲ등급은 물솜방망이 1

분류군, Ⅱ등급은 애기골무꽃, 꽃창포 등 2분류

군, Ⅰ등급은 노랑물봉선, 애기쉽싸리, 일월비

비추, 왕미꾸리광이, 민바랭이새 등 5분류군으

로, 총 12분류군이다(Table 5). 생태적 특이성이

높은 Ⅲ～Ⅴ등급은 5분류군이며, 이 중 4분류

군이 남산습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남산습지

의 생태적 특이성은 다른 습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산습지는

생태적 특이성이 높은 Ⅲ～Ⅴ등급이 가장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경주국립공원 내 습지 중 보전

순위가 가장 높으므로 철저한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끈끈이주걱,

돌콩, 해변싸리, 땅귀개, 이삭귀개, 병꽃나무, 각

시취, 꽃창포, 잠자리난초 등 9분류군이며, 끈끈

이주걱, 땅귀개, 이삭귀개, 꽃창포는 희귀식물

및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해변싸리와 병꽃나

무는 한국특산식물이다(Table 6). 국외반출 승

인대상 생물자원은 특산식물, 희귀식물, 유용식

물로 구성되며, 생물종다양성 보전 및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연자원

이다(You et al., 2011).

이 중 각시취는 어린 잎을 식용하며,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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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Korean name Site Note

Drosera rotundifolia L. 끈끈이주걱 C ①, ③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A, B, C -

Lespedeza maritima Nakai 해변싸리 C ②

Utricularia bifida L. 땅귀개 C ①, ③

Utricularia racemosa Wall. 이삭귀개 C ①, ③

Weigela subsessilis (Nakai) L.H. Bailey 병꽃나무 A, B ②

Saussurea pulchella (Fisch.) Fisch. 각시취 C -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 A, B, C ①, ③

Habenaria linearifolia Maxim. 잠자리난초 C -

A: Tohamsan wetland, B: Amgok wetland, C: Namsan wetland
①: Rare plant, ②: Endemic plant, ③: Specific plant by floristic region

Table 6. The list of plants with approval for delivering oversea in major wetlands

식품 및 경관농업작물로의 개발 가치가 높은 식

물이다(Shin et al., 2009). 또한 돌콩은 미국으로

부터 재도입한 한반도 원산 유전자원 중 하나로

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원을 포함하여 병충해

저항성 인자의 탐색 및 신품종 육성 소재로 활

용되고 있다(Kim et al., 2012). 잠자리난초는 관

상용 식물인데 이러한 난초과 식물은 관상가치

가 높아 남획의 대상이 되어 난초과 모든 종들

은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었고 우리나라 멸종위

기종 전체의 약 25%가 난초과 식물이므로 보전

이 필요하다(Kim et al., 2016). 따라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자원적 및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전이 요구되는 식물

이기 때문에 향후 생태적 중요도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경주국립공원의 식물상 정보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7.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돌소리쟁이, 돼지풀, 미국가막사

리, 개망초, 주걱개망초 등 5분류군이며, 모두

암곡습지에서만 출현하였고 생태계교란식물은

돼지풀 1분류군이다(Table 7). 원산지는 북아메

리카 3분류군(60.0%), 유라시아 및 유럽 각 1분

류군(20.0%), 귀화도는 2등급 및 3등급 각 1분

류군(20.0%), 5등급 3분류군(60.0%), 이입시기

는 1기 1분류군(20.0%), 2기 및 3기 각 2분류군

(40.0%),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기의 경우 2기와 3기가 가장 많았다. 귀

화도 4등급이상이면서 이입시기가 3기인 식물

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종으로, 미국가

막사리가 해당된다.

미국가막사리는 저수지, 하천변, 습지에서 발

생하는 외래수생잡초로서 관리가 필요하며, 특

히 습지에 다발하여 습지의 자생생태계를 교란

하는 문제식물이다(Rho and Lee, 2004; Pyon et

al., 2015). 또한 돼지풀은 암곡습지 내부 즉, 진

퍼리새군락이나 갈대군락 내부에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육화된 지역이나 가장자리에서 나타

났다. 돼지풀은 자생식물의 생육 방해와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며, 환경적응력이 좋고 번

식력이 뛰어나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You et al.,

2014).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돼지풀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여 분포하는 것(Lee

et al., 2015)으로 볼 때 암곡습지의 돼지풀 출현

은 습지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주국립공원의 산

림생태계에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에 암곡습지 생태계의 회복과 복원을 위해

서 미국가막사리와 돼지풀은 주기적인 제거 등

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연구 시

습지내부에는 돼지풀과 미국가막사리만 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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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Korean name Site Orig. N.D. Int.-p.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B Eurasia 3 2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B North America 5 2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B North America 5 3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B North America 5 1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 B Europe 2 3

A: Tohamsan wetland, B: Amgok wetland, C: Namsan wetland

* Invasive alien plant

Table 7. The list of naturalized plants in major wetlands

것으로 보고되었으나(Kim et al., 2013) 본 연구

에서 3분류군이 추가되어 귀화식물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암곡습지의 상부 개활지에

는 애기수영, 돼지풀, 큰조아재비 등 다양한 귀

화식물이 생육하고 있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

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암곡습지는 모니터링 작업 시 귀화식물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의 주요 습지인 토함

산습지, 암곡습지, 남산습지에 분포하는 식물상

을 조사 및 분석하여 습지생태계를 관리하기 위

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식물상은 70과 145속 171종 2아종 23변

종 4품종 등 200분류군이며, 지역별로는 토함산

습지 100분류군, 암곡습지 124분류군, 남산습지

87분류군이다.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은 자주

땅귀개 1분류군이며, 희귀식물의 경우 멸종위기

종(CR)은 자주땅귀개 1분류군, 취약종(VU)은

끈끈이주걱, 산들깨, 땅귀개, 큰방울새란 등 4분

류군, 약관심종(LC)은 이삭귀개, 꽃창포 등 2분

류군으로 총 7분류군이다. 한국특산식물은 해변

싸리, 병꽃나무 등 2분류군이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12분류군으로, Ⅴ등급은 3분류

군, Ⅳ등급 및 Ⅲ등급은 각 1분류군, Ⅱ등급은

2분류군, Ⅰ등급은 5분류군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끈끈이주걱,

돌콩, 해변싸리, 땅귀개, 이삭귀개, 병꽃나무, 각

시취, 꽃창포, 잠자리난초 등 9분류군이며, 귀화

식물은 돌소리쟁이,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개망

초, 주걱개망초 등 5분류군, 생태계교란식물은

돼지풀 1분류군이다.

상기 습지는 경주국립공원에서 특이한 생태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생물종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상권역에서 습지보호지역으

로 지정된 산지습지와 비교해보면, 분류군의 경

우 무제치늪 149분류군(Park et al., 2011), 화엄

늪 179분류군(Lee et al., 2012), 신불산고산습지

167분류군(Yi and Nam, 2008),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232분류군(You et al., 2009)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200분류군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보단 적었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아 다

양한 식물상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은 식충식물의 경우 재약산 사자

평 고산습지를 제외한 3개 습지에서 출현하였

고 본 대상지 중 남산습지에서도 4분류군이 출

현한 바로 볼 때 습지의 희소가치도 높다. 따라

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주변 산지습지와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철저

한 보전이 필요하다.

이에 경주국립공원의 주요 습지 보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토함산습지는 현재 대규모

위협요인이 없으나 운제산과 토함산을 종주하

는 경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답압

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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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부 토양이 퇴적되어 습지가 육화될 수 있

으나 현재 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육화의 가능성

은 낮아졌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곡습지는 과거 방목지에서 출현한 돼지풀

이 많이 유입된 상태이고 조사지역 중 귀화식물

이 본 지역에서만 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고유 식생과 경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변에도

다양한 귀화식물이 분포하는 바, 본 지역과 함

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제거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향후 암곡공원지킴터에서부터 무

장산까지 귀화식물만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남산습지는

현재 탐방로 상에서 이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식생에 의해 습지가 차폐된 상태이기 때문

에 인위적 간섭과 교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남산습지는 전형적인 이탄습지 형태를 하고 있

으며, 습지 내 자주땅귀개, 이삭귀개, 땅귀개, 끈

끈이주걱 등 독특한 식충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작업 시 답압에 의해 훼손이 일

부 있었기 때문에 통나무 등을 설치하여 답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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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Korean name Scientific-Korean name

Equisetaceae 속새과 Guttiferae 물레나물과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A,B Hypericum ascyron L. 물레나물A

Osmundaceae 고비과 Hypericum erectum Thunb. 고추나물A,B,C

Osmunda japonica Thunb. 고비A,C Hypericum laxum (Blume) Koidz. 좀고추나물A,C

Dennstaedtiaceae 잔고사리과 Droseraceae 끈끈이주걱과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Desv.) Und. ex Heller. 고사리
A,C

Drosera rotundifolia L. 끈끈이주걱
C

Dryopteridaceae 면마과 Saxifragaceae 범의귀과

Dryopteris chinensis (Bak.)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A Astilbe rubra Hook.f.＆Thomas ex Hokk.f. 노루오줌A,B

Thelypteridaceae 처녀고사리과 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Siebold & Zucc.) Wilson 산수국
B

Thelypteris japonica (Bak.) Ching 지네고사리
C

Rosaceae 장미과

Thelypteris palustris (Salib.) Schott 처녀고사리
A,C

Agrimonia pilosa Ledeb. 짚신나물
B

Woodsiaceae 우드풀과 Duche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B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A,B,C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양지꽃C

Pinaceae 소나무과 Potentilla freyniana Bornm. 세잎양지꽃
A,B,C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소나무
A,B,C

Prunus serrulata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A,B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C

Rosa maximowicziana Regel 용가시나무
C

Pinus thunbergii Parl. 곰솔B,C Rosa multiflora Thunb. 찔레나무A,B,C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B,C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노간주나무
C

Rubus phoenicolasius Maxim. 곰딸기
A,C

Juglandaceae 가래나무과 Sanguisorba officinalis L. 오이풀
C

Platycarya strobilaceae Siebold & Zucc. 굴피나무B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K.Koch 팥배나무A

Salicaceae 버드나무과 Spiraea prunifolia for. simpliciflora Nakai 조팝나무B

Salix koreensis Andersson 버드나무A,B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A

Betulaceae 자작나무과 Leguminosae 콩과

Alnus japonica (Thunb.) Steud. 오리나무
B,C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A,B,C

Alnus sibirica Fisch. ex Turcz. 물오리나무A Lespedeza bicolor Turcz. 싸리A,B,C

Fagaceae 참나무과 Lespedeza maritima Nakai 해변싸리C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B,C Lespedeza maximowiczii C.K.Schneid. 조록싸리A,C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B

Maackia amurensis Rupr. & Maxim. 다릅나무
C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C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Ohwi ＆ H.Ohashi 새팥
B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A Oxalidaceae 괭이밥과

Quercus serrata Thunb. 졸참나무A,B,C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B

Quercus variabilis Blume 굴참나무
A,C

Geraniaceae 쥐손이풀과

Moraceae 뽕나무과 Geranium thunbergii Siebold ＆ Zucc. 이질풀
B

Morus bombycis Koidz. 산뽕나무
B

Rutaceae 운향과

Cannabaceae 삼과 Zanthoxylum piperitum (L.) DC. 초피나무A,B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환삼덩굴B Zanthoxylum schinifloium Siebold ＆ Zucc. 산초나무A,B,C

Urticaceae 쐐기풀과 Anacardiaceae 옻나무과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A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A,B,C

Polygonaceae 마디풀과 Aceraceae 단풍나무과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흰여뀌B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A,B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B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신나무B

Persicaria muricata (Meisn.) Memoto 넓은잎미꾸리낚시
A,B

Balsaminaceae 봉선화과

Persicaria nepalensis (Meisn.) H. Gross 산여뀌
B

Impatiens noli-tangere L. 노랑물봉선
B

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Hara 장대여뀌B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A,B,C

Persicaria sagittata (L.) H.Gross ex Nakai 미꾸리낚시A,B Impatiens textori var. koreana Nakai 흰물봉선B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B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Persicaria thunbergii (Sieblod＆Zucc.) H.Gross ex Nakai 고마리
A,B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노박덩굴
B

Rumex obtusifolius L. 돌소리쟁이
B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미역줄나무
A

Caryophyllaceae 석죽과 Rhamnaceae 갈매나무과

Arenaria serpyllifolia L. 벼룩이자리A Hovenia dulcis Thunb. 헛개나무B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A,B Violaceae 제비꽃과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et Pax＆Hoffm. 개별꽃
A

Viola rossii Hemsl. 고깔제비꽃
A

Silene firma Siebold & Zucc. 장구채
A

Viola verecunda A.Gray 콩제비꽃
A,B,C

Silene seoulensis Nakai 가는장구채A,B Halorragaceae 개미탑과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B Halorragis micrantha (Thunb.) R.Br. ex Siebold ＆ Zucc. 개미탑C

Amaranthaceae 비름과 Cornaceae 층층나무과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B

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 층층나무
A,B

Schisandraceae 오미자과 Araliaceae 두릅나무과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오미자B Aralia elata (Miq.) Seem. 두릅나무B

Lauraceae 녹나무과 Umbelliferae 산형과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A,B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바디나물
A,B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A

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 기름나물
A,C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Sium ninsi L. 감자개발나물
A,C

Cleamtis apiifolia DC. 사위질빵B Sium suave Walter 개발나물C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B

Akebia quinata (Thunb.) Decne. 으름덩굴
B

Pyrolaceae 노루발과

Menispermaceae 새모래덩굴과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노루발
C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C Ericaceae 진달래과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Rhododendron mucornulatum Turcz. 진달래A,C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B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철쭉A,C

Appendix 1. The list of vascular plants in major wetlands, Gyeongju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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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odendron yedoense var. poukhanense (H.Lév) Sugim. 산철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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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ulaceae 앵초과 Saussurea pulchella (Fisch.) Fisch. 각시취
C

Lysimachia clethroides Duby 큰까치수염B,C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ara 미역취B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좁쌀풀A Synurus deltoides (Aiton) Nakai 수리취A

Ebenaceae 감나무과 Tephroseris pseudosonchus (Vaniot) C.Jeffrey ＆ Y.L.Chen 물솜방망이A

Diospyros lotus L. 고욤나무
B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Styracaceae 때죽나무과 Liliaceae 백합과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C

Allium thunbergii G.Don 산부추
C

Styrax obassia Siebold ＆ Zucc. 쪽동백나무A,B Disporum smilacinum A.Gray 애기나리A,B,C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Hosta capitata (Koidz.) Nakai 일월비비추A,C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B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 둥굴레A,B,C

Oleaceae 물푸레나무과 Smilax china L.청미래덩굴
C

Fraxinus rhynchophylla Hance 물푸레나무
A,B

Smilax nipponica Miq. 선밀나물
B

Fraxinus sieboldiana Blume 쇠물푸레나무
A,C

Dioscoreaceae 마과

Ligustrum obtusiflo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A,B Dioscorea tokoro Makino 도꼬로마B

Gentianaceae 용담과 Iridaceae 붓꽃과

Gentiana scabra Bunge 용담A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꽃창포A,B,C

Rubiaceae 꼭두서니과 Juncaceae 골풀과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um (Wallr.) Hayek 갈퀴덩굴
B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Buchenau 골풀
A,B,C

Paederia scandens (Lour.) Merr. 계요등
B

Juncus papillosus Franch. ＆ Sav. 청비녀골풀
A,B,C

Rubia akane Nakai 꼭두서니B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B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B

Verbenaceae 마편초과 Eriocaulaceae 곡정초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B

Eriocaulon sikokianum Maxim. 흰개수염
C

Labiatae 꿀풀과 Gramineae 벼과

Clinopodium chinense var. shibetchense (H.Lév.) Koidz. 산층층이
B

Andropogon brevifolius Sw. 쇠풀
A

Elsholtzia ciliata (Thunb.) Hyl. 향유B Arundinella hirta var. ciliata Koidz. 털새C

Isodon inflexus (Thunb.) Kudô 산박하A,B,C Bothriochloa ischaemum (L.) Keng 바랭이새B

Lycopus lucidus Turcz. 쉽싸리A,B,C Calamagrostis epigeios (L.) Roth 산조풀B

Lycopus maackianus (Maxim. ex Herder) Makino 애기쉽싸리
C

Festuca ovina L. 김의털
A

Mosla japonica (Benth.) Maxim. 산들깨
B

Glyceria leptolepis Ohwi 왕미꾸리광이
A,B

Mosla punctulata (J.F.Gmel.) Nakai 들깨풀
B

Isachne globosa (Thunb.) Kuntze 기장대풀
A,B,C

Scutellaria dependens Maxim. 애기골무꽃A Ischaemum crassipes (Steud.) Thell. 쇠보리C

Scrophulariaceae 현삼과 Microstegium japonicum (Miq.) Koidz. 민바랭이새A,B

Mimulus nepalensis Benth. 물꽈리아재비A Microstegium vimineum (Trin.) A.Camus 나도바랭이새A,B,C

Lentibulariaceae 통발과 Miscanthus sacchariflorus (Maxim.) Benth 물억새
A,B

Utricularia bifida L. 땅귀개
C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억새
A,B,C

Utricularia racemosa Wall. 이삭귀개
C

Molinia japonica Hack. 진퍼리새
A,B,C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 자주땅귀개C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Beauv. 주름조개풀A,B

Phrymaceae 파리풀과 Phalaris arundinacea L. 갈풀A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Hara 파리풀B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A,B,C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oa acroleuca Steud. 실포아풀
A,B,C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B

Setaria faberii Herrm. 가을강아지풀
B

Caprifoliaceae 인동과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B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B,C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B

Weigela subsessilis (Nakai) L.H. Bailey 병꽃나무A,B Spodio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A,C

Campanulaceae 초롱꽃과 Stipa sibirica (L.) Lam. 나래새A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Hara 잔대
A,C

Araceae 천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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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saema aurense for. serratum (Nakai) Kitagusa 천남성
B

Compositae 국화과 Cyperaceae 사초과

Ainsliaea acerifolia Sch.Bip. 단풍취A,B Carex biwensis Franch. 솔잎사초A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B Carex heterolepis Bunge 산비늘사초A,B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A,B,C Carex humilis var. nana (H.Lév＆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B,C

Artemisia montana (Nakai) Pamp. 산쑥
B,C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A,B,C

Artemisia princeps Pamp. 쑥
A,B

Carex maximowiczii Miq. 왕비늘사초
A,B

Artemisia stolonifera (Maxim.) Kom. 넓은잎외잎쑥
A,C

Eleocharis mamillata var. cyclocarpa Kitag. 물꼬챙이골
A,B

Aster scaber Thunb. 참취A,B,C Fimbristylis dichotoma (L.) Vahl 하늘지기C

Atractylodes ovata (Thunb.) DC. 삽주C Rhynchospora chinensis Nees ＆ Mey. ex Nees 고양이수염C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B Rhynchospora fujiiana Makino 좀고양이수염C

Carpesium abrotanoides L. 담배풀
B

Scirpus juncoides var. hotarui (Ohwi) Ohwi 올챙이고랭이
C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J.H. Pak & Kawano 이고들빼기
A

Scirpus wichurae var. asiaticus (Beetle) T.Koyama 방울고랭이
A,B,C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g 구절초
A

Orchidaceae 난초과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B Habenaria linearifolia Maxim. 잠자리난초C

Erigeron strigosus Muhl. 주걱개망초B Pogonia japonica Rchb.f. 큰방울새란C

Ixeridium dentatum (Thunb. ex Mori) Tzvelev 씀바귀A,C -

A: Tohamsan wetland, B: Amgok wetland, C: Namsan wetland

Appendix 1.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