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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asive alien species (IAS) can affect agricultural ecosystem negatively and critically.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s of nine IAS plants in Korean orchards and uplands were investigated. Ambrosia artemisiifolia distributed widely in
Korean peninsula and Ambrosia trifida distributed intensively in Gyeonggi-do. Aster pilosus distributed in Gyeonggi-Gangwon
region and Lactuca scariola distributed linear region from the north-western to south-eastern part of Korea. Hypochaeris radicata
distributed mainly in Jeju-do and Solanum carolinense distributed in eastern Gyeonggi-do. Rumex acetosella and Sicyos angulatus
sporadically occurred in Korean croplands and Eupatorium rugosum was found in one region only. The distribution of IAS plants
in croplands was very similar to that in non-croplands suggesting that ecological position of arable lands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non-arable lands. Therefore, IAS plants in the croplands should be managed for not only prevention of yield reduction, but also
protection or maintenance of original ecosystem. Development of management methods apposite to current Korean status are
required to control IAS plants in crop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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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태계교란생물(invasive alien species; IAS)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장
관이 지정한다. 1998년에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및 파랑볼
우럭을 최초로 지정한 이래,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20종
의 생물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다(Table 1). 이 중
식물은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L.) 등을 포함하여 총
14종이다.
생태계교란식물은 주로 종자생산량이 많고 초기생장이
빨라 경합에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생물종의 다양성을 감
소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L.)은 빠른 생장(Cowbrough
et al., 2003; Webster et al., 1994)으로 양분 및 광경합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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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차지하고, 타감물질(Choi et al., 2010; Kong et al., 2007;
Vidotto et al., 2013)의 분비로 주변 식물체의 생장을 억제
하며, 주변 식생의 단일화를 야기한다.
농경지는 일반 초지에 비해 식물간의 경합이 매우 적고,
영양분이 풍부한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잡초관리가 없
다면 생태계교란식물을 포함한 외래식물의 번식에 매우 적
합한 공간이다. 산지 등 일반 생태계 내의 생태계교란식물
에 대한 조사와 관리는 꾸준히 이루어져온 것에 비해 (Kim
et al., 2016; Koh et al., 2001), 농경지 내의 생태계교란식물
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Kim et al. (2014) 및
Kim et al. (2015)의 연구와 같이 국내 생태계교란식물에 대
한 연구는 연구범위가 지역단위였고, 농경지에 분포하는
외래잡초의 수와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농경지 내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 특히 전국적인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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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invasive alien species in Korea.
Classification

Korean name

Mammals
Nutria
Amphibians /Reptiles Hwangsogaeguri
Bulgeungwigeobuk
Fishes
Parangborureok
Keunipbeseu
Insects
Kkotmaemi
Plants
Dwaejipul
Danpungipdwaejipul
Seoyangdeunggollamul
Teolmulchamsaepi
Mulchamsaepi
Dokkaebigaji
Aegisuyeong
Gasibak
Seoyanggeumhoncho
Migukssukbujaengi
Yangmiyeokchwi
Gasisangchu
Gaetjulpul
Yeonggukgaetkkeunpul

Common name
Nutria
American bullfrog
Red-eared slider
Blue gill
Largemouth bass
Spotted lanternfly
Ragweed
Great ragweed
White snakeroot
Knotgrass
Joint grass
Horse nettle
Sheep sorrel
Bur cucumber
Spotted cats-ear
White heath aster
Tall golden-rod
Prickly lettuce
Smooth cordgrass
Common cordgrass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을 제외한 국내 농경지 내 생태계교란식물의 지역적 분
포를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생태계 교란식물 14종(Table 1) 중,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을 제외한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서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털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물참
새피(Paspalum distichum),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 애
기수영(Rumex acetosella), 가시박(Sicyos angulatus), 서양금혼
초(Hypochaeris radicata),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 양미역
취(Solidago altissima), 및 가시상추(Lactuca scariola)의 지역
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과수원 잡초조사(Lee et al., 2017)
및 밭작물 재배지 잡초조사(Lee et al., 2015b)의 결과를 이
용하였다. 두 선행연구(Lee et al., 2015b; Lee et al., 2017)
는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의 잡초 발생 현황을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2,568지점에서 Braun-Blanquet
(1964)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 생태계교란식물 12
종이 조사된 지역의 GPS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지
도 작성은 TMS for Korea를 포함한 QGIS v2.18 (QGIS

Scientific name

Date of designation

Myocastor coypus
Rana catesbeiana
Trachemys spp.
Lepomis macrochirus
Micropterus salmoides
Lycorma delicatula
Ambrosia artemisiifolia
Ambrosia trifida
Eupatorium rugosum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Paspalum distichum
Solanum carolinense
Rumex acetosella
Sicyos angulatus
Hypochaeris radicata
Aster pilosus
Solidago altissima
Lactuca scariola
Spartina alterniflora
Spartina anglica

2009. 06 .01
1998. 02. 19
2001. 01. 24
1998. 02. 19
1998. 02. 19
2012. 12. 26
1999. 01. 07
1999. 01. 07
2002. 03. 07
2002. 03. 07
2002. 03. 07
2002. 03. 07
2009. 06 .01
2009. 06 .01
2009. 06 .01
2009. 06 .01
2009. 06 .01
2012. 12. 26
2016. 06. 14
2016. 06. 14

Development Team, 2017)을 사용하였고, 좌표계는 WGS84
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갯줄풀 및 영국갯끈풀을 제외한 생태계교란식물 12종 중
양미역취, 물참새피 및 털물참새피를 제외한 9종이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은 각각 127 및 125지역
에서 확인되어 가장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미국쑥
부쟁이 및 가시상추는 각각 75 및 47지역에 분포하고 있
었고, 서양금혼초,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및 가시박은 30지
역 이하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양등골나물의 경
우는 3지역에서 조사되어 가장 적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단풍잎돼지풀 및 돼지풀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의 분포를 지도에 표시한 결과, 두
생태계교란식물은 모두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
동일했으나 분포양상은 상이했다(Fig. 1). 단풍잎돼지풀은
경기북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부 남부지역의 과
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에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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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locations where invasive alien plant species
found in Korean orchards and uplands.
Invasive alien species
Ambrosia trifida
Ambrosia artemisiifolia
Aster pilosus
Lactuca scariola
Hypochaeris radicata
Solanum carolinense
Rumex acetosella
Sicyos angulatus
Eupatorium rugosum

No. of locations
127
125
75
47
28
27
19
15
3

Fig. 1. Distribution map of Ambrosia trifida (A) and Ambrosia
artemisiifolia (B) surveyed in 2012 and 2013. Single symbol
refers location of cropland where each plant species were
identified in.
다(Fig. 1A). 그러나 돼지풀의 경우에는 강원 산간지역 및
주요 벼 재배지를 제외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Fig. 1B).
단풍잎돼지풀은 국화과 하계일년생 식물로 1970년대에
유입되었으며(Kil et al., 2004), 가축의 사료와 함께 유입되
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996년에는 주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일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으나(Koh et al., 2001),
2008년에는 경기북부 및 강원지역 뿐 아니라, 충북, 부산
및 경남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IST, 2008). 국
립생태원의 최근 외래식물 조사에 따르면 단풍잎돼지풀은
충청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일부 전라지역에서도 발견되
으나(Kim et al., 2016) 제주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Lee et al., 2015a). 단풍잎돼지풀의 종자는 휴면성이 있어
발아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처리제를 사용한 방
제는 어려운 편이며(Yoo et al., 2008), glufosinate와 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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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예취와 같은 물리적 방법이
단풍잎돼지풀의 방제에 효율적이다(NAIST, 2008).
돼지풀은 국화과 하계일년생식물로 1950-1963년에 유입
되었으며(Kil et al., 2004) 시기와 분포지역으로 보아 한국
전쟁 시 군수물자 등과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
고 있다(Park, 2001). 돼지풀은 생태계교란식물임과 동시에
귀화식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1980년부터 제주도를 포
함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Yim and Jeon, 1980). 비록 본
연구에서는 돼지풀이 주요 벼 재배지인 충남 서부 및 전라
지역의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에 드물게 분포하고 있었
지만, 2016년 Kim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충남서부 및
전라지역의 일부 농경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tazon (Hager and Renner, 1994)
및 2,4-D (Bassett and Crompton, 1975) 등이 돼지풀 방제
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돼지풀의 방제를 위해서 체계적이면
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방제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쑥부쟁이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의 경우에는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 집중
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일부 충북 및 경북지역에도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A). 분포양상을 볼 때, 현재
미국 쑥부쟁이는 경기/강원 지방에서 남쪽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었다. 가시상추의 경우 대한
민국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강원 동북부 지역이나 호남지역에는 분포하지
않았다(Fig 2B).
미국쑥부쟁이는 1980년대 경기도 포천을 중심으로 발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주로 하천변이나
도로변을 따라 확산하고 있었다(Kim et al., 2008). 2016년
국립생태원의 충청/전라지역 조사에서 미국쑥부쟁이는 주
로 충청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라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Kim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기도 및 강원지방에서는
비농경지에서 농경지로의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충청도에서는 현재 비농경지에서 확산이 일어
나고 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적음
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미국쑥부쟁이가 경기/강원 지방에
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농경지 및 타 지역으로 확
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농경지 잡초로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제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시상추는 1978년에 처음 발견되어 1980년에 최초 보
고되었다(Yim and Jeon, 1980). 2013년 Kim et al. (2013)은
농경지를 제외한 전국 분포 조사에서 강원도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가시상추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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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Fig. 2. Distribution map of Aster pilosus (A) and Lactuca
scariola (B) surveyed in 2012 and 2013. Single symbol refers
location of cropland where each plant species were identified in.

Fig. 3. Distribution map of Solanum carolinense (red) and
Hypochaeris radicata (blue) (A) and Rumex acetosella (blue),
Sicyos angulatus (red), and Eupatorium rugosum (green) (B)
surveyed in 2012 and 2013. Single symbol refers location of
cropland where each plant species were identified in.

서부 및 남해안 지방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가시상추는 주로 나지, 도로변, 항만 주위 및 하천변에
생육하고 있으며, 생육지를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확산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와 비농경
지에서 분포를 비교했을 때, 가시상추는 전국적으로 확산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농경지에서 농경지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설포닐우레아 계열의 제초
제 저항성 가시상추(Mallory-Smith et al., 1990)가 처음으
로 보고되었을 정도로 농경지에 중요한 잡초이며, 많은 방
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가시상추의 방제에 대
한 대책이 거의 없어 대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

서양금혼초와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는 제주도 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
었고, 도깨비가지는 주로 경기 동부 및 남부지역과 충청남
도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Fig. 3A).
서양금혼초는 1992년 최초로 보고되었으며(Sun et al.,
1992), 1980년대에 수입목초와 함께 유입되었다고 추정하
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서양금혼초는 제주도 전 지역과 서
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Kim et al., 2016). 2016년 발
간한 한국관속식물분포도에 따르면 서양금혼초가 경남 남
해안 및 전남 신안군 일대 뿐 아니라 일부 내륙에도 분포
하고 있었다(Oh et al., 2016). 두 선행조사와 본 연구결과
를 종합해볼 때, 서양금혼초는 제주도로부터 서해안을 따
라 서서히 북상하는 중이나 아직 농경지로의 침입은 드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서양금혼초의 타감효과(Kim
et al., 2005)와 종자생산량 및 생장속도(Aarssen, 1981)를 고
려할 때,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며, 효과적 제초제 선발 및
확산 방지 등 서양금혼초의 방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깨비가지는 가지과 다년생 식물로 1978년 최초 보고
되었으며(Lee and Yim, 1978), 수입목초와 함께 유입되었
을 것이라고 추정된다(Kil et al., 2004). 1980년대 분포조사
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Yim and Jeon, 1980), 2006년 분포
조사에서 도깨비가지는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 북서부, 전남 및 경남 남해안의 나지 및 도로변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l et al., 2006). 경기동부
의 농경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Fig. 3A) 도깨비가지가
동쪽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미 농경지에도 침입한 것으
로 보인다. 도깨비가지의 방제를 위해 다양한 토양처리 및
경엽처리 제초제의 약효를 실험한 바가 있다((Moon et al.,
2002).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깨비가지 방제에
효율적인 제초제의 특정 작물에 대한 약해 여부와 같은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애기수영, 가시박 및 서양등골나물
애기수영과 가시박의 경우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 서양등골나물은 경기도
연천군의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애기수영은 2016년 조사에서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도로변에 많이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6). 애기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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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감효과가 밝혀져 있으며(Kil et al., 1997), 애기수영에서
제초활성물질 chrysophanic acid (Kim et al., 2003) 및
catechol (Kim et al., 2004) 등이 밝혀질 정도로 주변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비
록 본 연구에서는 애기수영의 분포가 제한적이지만, 타감
효과와 같은 생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애기수영의 농
경지 내 침입은 작물의 생산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
이다. Kim et al. (1999) 및 Kim et al. (2001)의 연구에서 방
제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 작물에 대한 약해 실험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가시박은 덩굴성 식물로 왕성한 생육과 종자생산량, 그
리고 강한 경합력으로 생물 다양성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Esbenshade et al., 2001a). 2008년의 조사에 따르면, 가시
박은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강변이나 야산 인
근에서 발견되었다(Moon et al., 2008). 최근 충청도 및 전
라도 지역의 가시박 분포를 조사한 결과, 충청도 지역에 집
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의 발
생은 적었다(Kim et al., 2016). 가시박은 종자 휴면성으로
인해 발아시기가 매우 길어 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아하며(Moon et al., 2007), 이러한 생리적 특성으로 인
해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기간을 정하기 매우 어렵
다(Esbenshade et al., 2001b). 그러나 Lee et al. (2007)의 연
구에 따르면 토양처리제인 linuron 및 simazine이 가시박
방제에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대상작물에 대한 약해와 같
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농경지 내 가시박을 효율
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등골나물은 2004년에는 주로 서울 및 경기도 광주
에 분포하고 있었으며(Koh et al., 2004), 한국관속식물분포
도(Oh et al., 2016)에서는 서울, 경기동부 및 일부 산악지
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천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종
합해보면 다른 생태계교란식물에 비해 확산이 덜 일어났
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서양등골나물에 대한 생리/생태적
연구와 방제에 대한 연구가 없어, 확산 방지와 함께 기초
연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12종의 생태계교란식물 중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및 양미역취를 제외한 9종이 전국의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각 종의 생
리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분포지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
국적인 단위의 비농경지에 대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조
사와 비교했을 때, 농경지내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는 비
농경지의 분포에 포함되거나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
는 농경지 내의 잡초 분포와 비농경지의 식물 군락의 분포
가 비슷함을 의미하며, 농경지의 생태적 지위가 비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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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생태계교란식물이 정기
적인 경운이나 방제작업에 의해 제거된다 하더라도 소홀
한 잡초관리나 묵밭 등으로 인해 농경지 내에서 생존하고
우점하여 주변생태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절개지와
같이 토양 이나 식생이 파괴된 공간에서 외래식물을 포함
한 생태계교란식물은 생태계를 선점하며 급속도로 확산한
다. 따라서 농경지는 경운과 같은 주기적인 토양 구조 및
식생의 파괴와 비료와 같은 충분한 영양으로 인해 번식에
매우 용이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적 관리가 필
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식물을 포함한 많은 생
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이다. 따라서, 농경지 내 잡초
는 작물의 수량 및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단풍잎돼지풀(NAIST, 2008), 도깨비가지(Moon et
al., 2002), 애기수영 (Kim et al., 1999; Kim et al., 2001) 및
가시박(Lee et al., 2007)에 대해서는 방제법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농
경지 내에서 충분히 방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의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농경지 내의 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생태형의 기초적
인 생리/생태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
적 방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제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에서 국내의 농경지 내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태계교란식물 9종의 지역적 분포를 알
아보기 위해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 단풍잎돼지풀과 돼지
풀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으나 단풍잎돼지풀은 경기북부
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돼지풀은 경우에는 강원
및 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미
국쑥부쟁이는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하고 있었으며, 가시상추의 경우 서북-동남 방향으로 분포
하고 있었다. 서양금혼초는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도깨비가지는 주로 경기 동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
었다. 애기수영과 가시박의 경우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
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발
생하고 있었으며, 서양등골나물은 경기도 연천군의 과수원
및 밭작물 재배지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내 생태계교란식물의 분포는 비농경지와 거의 같은 경향
을 보였으며, 이는 농경지의 생태적 지위가 비농경지와 다
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물의 수량 및 품질을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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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뜨리기 때문에 잡초를 관리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더 나
아가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각 생태계
교란식물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제초제 약효/약해 연구
나 발아생리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어: 귀화식물, 분포, 생태계교란종, 외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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