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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of cherry trees (Prunus subg. Cerasus) 

planted in Korea: A case study of Bundang Central 

Park and adjacent area

Byungwoo HAN, Jongduk JUNG, Hye Ryun NA, Kyoungsuk KANG, Hany CHANG,

Seryoung KIM, Youme KIM, Heejeong KWON and Jin-Oh HYUN*

Northeastern Asia Biodiversity Institute, Hanam 12982, Korea

ABSTRACT: Prunus subg. Cerasus is the most planted street and landscaping tree in South

Korea, bu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species according to their macro-morphologies, leading to

problems when attempting properly to manage species quant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lant types and species compositions in Bundang Cen-

tral Park in Bundang-gu of Seongnam City and to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management

of landscaping tree planting. In April of 2021, during the cherry blossom season, a total of

5,866 planted cherry trees were investigated within an area of 6 km2 of Bundang-gu in

Seongnam City. As a result, 5,744 trees were sorted into eleven taxa, but the remaining 122

trees were not determined due to their complex morphologies. Prunus ×yedoensis Matsum.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52.1%), followed by P. serrulata Lindl. var. pubescens

Nakai and P. jamasakura Siebold ex Koidz. P. ×nudiflora (Koehne) Koidz., a plant native to

Jejudo Island, was not found in this survey. In order to help identify cherry trees based on

micro-morphologies, an identification key was presented for the eleven taxa planted as major

landscaping trees. It is known that cherry trees frequently form interspecific hybrids in

nature. In order to prevent a loss of the genetic originality of native species due to hybrid-

ization and gene introgression from foreign cherry trees, it is necessary to manage planting

species near the habitats of native taxa and track their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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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벚나무속(Prunus L.)은 장미과(Rosaceae) 벚나무아과

(Amygdaloideae)에 속하고 북반구 온대지역 및 아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의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관목 또

는 교목으로서 세계적으로는 2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Kalkman, 2004). 국내에는 벚나무속 식물로 21분류군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자생종은 14분류군이다(Lee and

Kim, 2007). 벚나무속은 화서와 열매 등 형태적 특징에 따

라 여러 개의 독립된 속이나 아속으로 세분하기도 하였다

(Linnaeus, 1753; Rehder, 1940; Kalkman, 2004). 150여 종을

포함하는 벚나무아속은 독립된 속으로 다루기도 하였지

만, 최근 분자계통학적 증거에 의해 강하게 지지되는 3개

의 아속(subg. Cerasus, Prunus, Padus)으로 구분한다(Shi et

al., 2013; Katsuki and Iketani, 2016). 벚나무아속은 열매를

식용하는 체리류와 조경용으로 식재되는 종 대부분을 포

함하며, 관상 가치가 높아서 전 세계에 널리 식재되는 소

메이요시노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도 이에 속

한다(Shi et al., 2013). 

국내 식재 벚나무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

본 원산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흔히 ‘왕벚나무’로 유통

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0). 소메이요시노벚

나무와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P. ×nudiflora

(Koehne) Koidz.)는 최근까지 분류학적 한계와 원산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지만, 유전자 마커와 유전체 분석

을 통해 기원이 다른 별개의 잡종으로 확인되었다

(Chang et al., 2004; Cho et al., 2016; Cho and Kim, 2019;

Baek et al., 2018).

산림청의 2019년 가로수 조성 실적에 따르면, 국내에

식재된 가로수 825만 주 중 벚나무류는 154만 주로 19%를

차지하며, 동 기관의 2020년 임산물 생산 현황에 의하면

매년 15만 주의 묘목이 생산된다(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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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발아율이 낮아 실생묘 생산이 어려운 수종의

증식과 일관된 형질을 지닌 묘목 생산을 위해서 주로 접

목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목으로는 산벚나무와 벚나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4). 다양한 벚나무

류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으나 ‘왕벚나무’와 벚나무만

집계되고 있고, 대목으로 사용되는 산벚나무와 벚나무의

실체는 불분명한 실정이다.

벚나무류는 자가불화합성이 강하여 종간 잡종을 비교

적 쉽게 형성하며, 품종 개량을 위해 인공잡종 형성을 유

도하기도 한다(Kuitert and Peterse, 1999; Liu et al., 2007;

Cho and Kim, 2019). 잡종화에 의한 형성된 개체는 결실률

과 발아율이 낮아 유성생식에 의한 번식은 어렵지만 드물

게 야생화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Cho et al., 2017). 국내

종묘상에 유통되는 벚나무류 외래품종은 50여 종류이나,

도입시기 등이 불명확하고, 같은 품종도 다른 명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Korea National Aboretum, 2022;

Milim Botanic Garden, 2022). 이러한 외래 벚나무류의 식

재는 인근 야생 개체군에 유전자 이입을 초래하여 고유종

보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국내에서

의 위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Macková et al., 2018).

벚나무류 식재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분당구는 성

남시 전체 면적의 49.3%(69.8 km2)로, 인접한 수정구

(45.5 km2), 중원구(26.4 km2)에 비해 가장 넓은 일반구이

며, 1991년 분당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공원, 제방,

임야 등의 조성녹지 공간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Seongnam City, 2020), 비슷한 시기에 식재된 가로수 및

조경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분당

중앙공원과 인접 지역의 식재 현황을 파악하고 조경수목

식재 관리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서쪽

의 탄천과 동쪽의 57번 지방도로를 경계로 조사구역을 설

정하였고 면적은 약 6 km2이며, 행정구역으로는 수내동,

분당동, 서현동, 정자동을 포함한다(Fig. 1). 식재 벚나무

류의 식별을 위하여 개화기인 2021년 4월 5일부터 9일까

지 현장조사를 하였고, 산림지역에 자생하는 벚나무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벚나무류를 구분하기 위해 학명과 국명은 환경부 국가

생물종목록(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21), 산림청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boretum,

Fig. 1. Map of investigated area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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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동북아생물다양

성연구소 한반도관속식물목록(Northeastern Asia Biodiversity

Institute, 2022)으로 정리하였고, 식재된 벚나무류의 주

요 식별형질로 여겨지는 가지 습성, 엽신 털 유무, 소화

경 털, 아린 털, 악통 형태, 악편 형태, 암술대 털 유무에

따라 검색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동정하였다(Kim et

al., 1998; Chang et al., 2004; Kim et al., 2005; Lee and

Kim, 2007; Kim et al., 2011; Katsuki and Iketani, 2016; Jin

et al., 2020).

결과 및 고찰

벚나무류 명칭의 혼용

조사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식재된 벚나무류는

일명 ‘왕벚나무’로 불리는 재배종인 소메이요시노벚나

무(P. ×yedoensis Matsum.)이다. 해당 분류군은 1901년 동

경대 교수 Matsumura에 의해 도쿄의 정원에서 재배하는

품종을 기준으로 기재되었다(Matsumura, 1901). 야생에

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올벚나무(P. itosakura Siebold = P.

spachiana f. ascendens)와 왜벚나무(P. speciosa (Koidz.)

Nakai)의 잡종으로 밝혀진 바 있다(Katsuki and Iketani,

2016; Cho and Kim, 2019). 한편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

나무는 프랑스 Taquet 신부가 1908년 한라산 관음사 일

대에서 채집한 표본(채집번호 Taquet 4638)을 기준으로

설정된 분류군으로 P. yedoensis Matsum. var. nudiflora

Koehne로 명명되었고(Koehne, 1912), 이후 종(P.

nudiflora (Koehen) Koidz.)으로 승격되었다(Koidzumi,

1932). 오랫동안 ‘왕벚나무’ 원산지 논란이 있었으나, 최

근 분자분류 및 유전체 연구를 통해 제주도 자생하는 왕

벚나무의 모계는 올벚나무(P. itosakura Siebold = P.

spachiana f. ascendens)이고 부계는 산벚나무(P. sargentii

Rehder), 벚나무(P. jamasakura Siebold ex Koidz.) 또는 잔

털벚나무(P. serrulata Lindl. var. pubescens (Makino)

Nakai)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자생 왕벚나무(P.

×nudiflora (Koehne) Koidz. = Cerasus ×nudiflora (Koehne)

T. Katsuki & Iketani)는 일본산 소메이요시노벚나무와 기

원이 다른 우리나라 고유 분류군으로 인정하고 있다

(Cho et al., 2016; Katsuki and Iketani, 2016; Chung et al.,

2017; Baek et al., 2018; Cho and Kim, 2019). 

일본산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1907년 도쿄에서 수입

된 3년생 묘목을 남산 왜성대공원에 심은 것을 시작으로

창경원을 비롯한 궁궐과 공원, 신작로에 식재되었다. 일

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전국적으

로 확산되었고, 벚꽃놀이는 봄철 행락문화의 대명사가 되

었는데, 벚꽃이 일본을 대표하는 수종으로 인식되면서 원

산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되었다(Kim et al., 2011). 최근 연

구들을 통해 ‘왕벚나무’ 원산지 논란이 종결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일본산 소메이요시노벚나무와 자생 왕벚나무의 국

명과 학명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Jin et al., 2020). 환경

부 국가생물종목록(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21), 산림청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boretum,

2022)에서는 일본산 소메이요시노벚나무의 국명을 ‘왕벚

나무’로 자생 왕벚나무의 국명을 ‘제주왕벚나무’로 제시

하고 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벚나무 자생지(제

156호, 제159호, 제173호)는 지정 당시 채택된 국명을 사

용하고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또한

조경수로 유통되는 ‘벚나무,’ ‘산벚나무’ 등의 명칭은 야

생 벚나무류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있

다(Park et al., 2000; Lee et al., 2011).

우리나라 식물로서 왕벚나무를 처음 기록한 Ishidoya

and Chung (1923)은 국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명은 P.

yedoensis를 사용하였으나 “한라산 상복에 자생하고, 일

본에서 널리 재배하지만 자생지가 상세하지 않다”고 기

록하였다. 1912년 Koehne가 발표한 제주산 P. yedoensis

var. nudiflora는 연구자에 따라 P. yedoensis와 구분하여 국

명을 따로 부여한 경우가 간혹 있으나(Park, 1949), 유전자

를 이용한 연구가 불가능하였던 과거에는 대다수 연구

자들이 일본산과 제주산 벚나무류가 서로 다른 교잡종

이라는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산 왕벚나

무를 P. yedoensis와 동일한 종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P. yedoensis를 제주산 왕벚나무의 학명으로 사용하면서

국명을 ‘사꾸라(Chung et al., 1937),’ ‘왕벗나무(Park,

1949),’ ‘사구라나무(Chung, 1957),’ ‘제주벚나무(Do et

al., 1958),’ ‘큰꽃벚나무(Chung, 1965)’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하였으며, Lee and Ahn (1963)이 ‘왕벗나무’를 ‘왕벚

나무’로 고쳐 사용한 국명이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다. 비

록 실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명은 P. yedoensis를 사

용하면서도 제주도에 자생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여기

에 사용된 왕벚나무라는 국명은 제주산 벚나무류의 한

종인 P. ×nudiflora (Koehne) Koidz.를 지칭하는 것임을 분

명히 하였다.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의 국명으로 Park (1949)

이 ‘왕벗나무’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Lee and Ahn (1963)

이 ‘왕벚나무’로 개칭한 1963년 이후 대부분의 문헌에서

제주도산 벚나무 한 종에 대한 국명으로 왕벚나무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를 ‘왕벚나무’로,

식재하고 있는 일본산 벚나무류를 일본 이름에서 유래

한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구분하여 부를 것을 제안하

며, 다음에서도 이를 적용하였다.

식재 벚나무류의 식별

조사지역 내에 식재된 벚나무류는 가지, 소지, 아린, 어

린잎, 소화경, 꽃의 형태학적 식별형질을 이용하여 11분

류군으로 동정하였다(Fig. 2, Table 1). 암술대 털 유무에 따

라 크게 2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암술대에 털이 있는 그

룹은 소메이요시노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 양

벚나무(P. avium (L.) L.), 처진올벚나무(P. spachiana

(Lavallée ex H. Otto) Kitam.), 올벚나무(P. spachian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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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s of Prunus trees in Bundang Central Park and adjacent area. A–D. P. ×yedoensis. E–I. P. ×nudiflora (photographs taken on Jejudo

Island). J, K. P. avium. L, M. P. spachiana. N. P. spachiana f. ascendens. O–R. P. sargentii. S–V. P. speciosa. W–Y. P. serrulata var. pubescens. Z–AB.

P. jamasakura. AC, AD. P. verecunda. AE, AF. P. verecunda var. semiplena. AG, AH. P. verecunda var. pendula. A, F, P, T. Inflorescence. B, G, M, N.

Calyx tube. C, H, R, V, Y, AB. Style (pubescent or glabrous). D, I. Bud scale. E, L, W, AG. Flowering branch. J, O, S, X, AA, AC, AD, AF, AH.

Flowers. K. Calyx lobe (recurved). Q, U. Calyx lobe margin (entire or minutely serrate). Z. Inflorescence and young leaves. AE. Flower bud and 2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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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dens (Makino) Kitam.) 등 4분류군이며, 암술대에 털

이 없는 그룹은 산벚나무(P. sargentii Rehder), 왜벚나무(P.

speciosa (Koidz.) Nakai), 잔털벚나무(P. serrulata Lindl. var.

pubescens (Makino) Nakai), 벚나무(P. jamasakura Siebold ex

Koidz.), 개벚나무(P. verecunda (Koidz.) Koehne), 만첩개벚

나무(P. verecunda var. semiplena (Nakai) W. T. Lee), 처진개

벚나무(P. verecunda var. pendula (Nakai) W. T. Lee) 등 7분

류군이다.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가로수나 정원수로 식재하는

벚나무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배종으로 암

술대에 털이 있고 악통이 컵 모양이며, 악편에 거치가 있

는 특징으로 식별된다(Fig. 2A–D). 자생종인 왕벚나무와

비교하여 아린에 털이 밀생하는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

으나, 이를 제외한 외부형태는 매우 유사하다(Fig. 2E–I).

형태적으로 왕벚나무는 개체 간 변이 폭이 크게 나타나

는 데 비해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개체 간 차이가 거의

없는데(Kim et al., 1998), 이는 소메이요시노벚나무가 하

나의 클론형을 가지는 재배종이기 때문이다(Iketani et

al., 2007). 양벚나무는 속칭 ‘체리’로 유통되는 유럽과 서

아시아 원산의 재배종으로 악편이 뒤로 젖혀지고 가장

자리가 밋밋한 특징으로 소메이요시노벚나무와 구분된

다(Fig. 2J, K). 처진올벚나무와 올벚나무는 모두 항아리

모양의 악통을 가지고 있으나, 처진올벚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고, 올벚나무는 가지가 처지지 않는 특징에

의하여 서로 구분된다(Fig. 2L–N).

산벚나무와 벚나무는 식물체 전체에 털이 없고 악편

에 거치가 없는 특징을 공유하며, 산벚나무는 대부분 총

화경 길이와 분지하는 두 번째 소화경까지 길이가 짧아

서 산형꽃차례이고(Fig. 2O–R), 벚나무는 산방화서이다

(Fig. 2Z–AB). 왜벚나무는 악편에 거치가 있고 소화경에

털이 없으며(Fig. 2S–V), 잔털벚나무는 소화경에 털이 있

는 특징으로 구분된다(Fig. 2W–Y). 왜벚나무는 일본 특

산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국내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제주도에서 관상용으로 도입된 개체가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Kim et al., 2011). 개벚나

무는 산벚나무나 벚나무와 비교하여 소화경에 털이 듬

성듬성 있는 점에서 구분되며(Fig. 2AC–AD), 원변종과

비교하여 꽃이 겹꽃인 종류는 만첩개벚나무, 가지가 아

래로 처지는 종류는 처진개벚나무로 각각 구분된다(Fig.

2AE–AH). 

다음은 식재 벚나무류 동정을 위해 작성한 벚나무아

속(subg. Cerasus) 검색표이다. 조사지역 내 식재 벚나무

류 중에는 아래 검색표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 재배품종

들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동정 분류군으로 처리

하였다.

A key of Prunus subg. Cerasus in Korea

1. Style pubescent. 

2. Calyx tube cup-shaped. 

3. Calyx lobe straight, margin minutely serrate.

4. Outer bud scale hair dense ················································································· P. ×yedoensis 소메이요시노벚나무

4. Outer bud scale hair sparse ···································································································  P. ×nudiflora 왕벚나무*

3. Calyx lobe revolute, margin entire ····································································································· P. avium 양벚나무 

2. Calyx tube vase-shaped.

5. Branchlets pendulous ·············································································································· P. spachiana 처진올벚나무

5. Branchlets ascending ································································································  P. spachiana f. ascendens 올벚나무

1. Style glabrous.

6. Calyx margin minutely serrate ·······································································································  P. speciosa 왜벚나무 

6. Calyx margin entire. 

7. Pedicel glabrous.

8. Inflorescences corymbose with peduncles ··········································································  P. jamasakura 벚나무 

8. Inflorescences umbellate with short peduncles or nearly no peduncles ····························· P. sargentii 산벚나무

7. Pedicel pubescent.

9. Inflorescences corymbose with peduncles ············································  P. serrrulata var. pubescens 잔털벚나무

9. Inflorescences umbellate with short peduncles or nearly no peduncles.

10. Branchlet straight.

11. Flowers single ················································································  P. verecunda var. verecunda 개벚나무

11. Flowers double ······································································  P. verecunda var. semiplena 만첩개벚나무

10. Branchlet pendulous ·······································································  P. verecunda var. pendula 처진개벚나무

* not found in the surve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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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status of planted Prunus trees in Bundang-gu area.

Scientific name/ Korean name

No. of trees
Proportion 

(%)Bundang-

dong

Jeongja-

dong

Seohyeon-

dong

Sunae-

dong
Total

Prunus ×yedoensis Matsum. 소메이요시노벚나무 338 589 780 1,348 3,055 52.1

P. serrulata Lindl. var. pubescens (Makino) Nakai 잔털벚나무 233 247 346 434 1,260 21.5

P. jamasakura Siebold ex Koidz. 벚나무 151 177 357 507 1,192 20.3

P. spachiana (Lavallée ex H. Otto) Kitam. f. ascendens (Makino) Kitam. 올벚나무 26 5 50 16 97 1.6

P. spachiana (Lavallée ex H. Otto) Kitam. 처진올벚나무 1 7 20 14 42 0.7

P. verecunda (Koidz.) Koehne var. semiplena (Nakai) W. T. Lee 만첩개벚나무 - 6 - 26 32 0.5

P. speciosa (Koidz.) Nakai 왜벚나무 4 17 - 1 22 0.4

P. verecunda (Koidz.) Koehne 개벚나무 7 - 8 2 17 0.3

P. avium (L.) L. 양벚나무 1 5 2 8 16 0.2

P.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 1 6 3 10 0.2

P. verecunda (Koidz.) Koehne var. pendula (Nakai) W. T. Lee 처진개벚나무 - - - 1 1 0.1

Unidentified 13 31 20 58 122 2.1

Total 774 1,085 1,589 2,418 5,866 100.0

Fig. 3. Distribution of Prunus trees in Bundang Central Park and adjacent area. A. P. ×yedoensis. B. P. serrulata var. pubescens. C. P.

jamasakura. D. P. spachiana f. ascendens (black circle); P. spachiana (gray circle); P. verecunda var. semiplena (white circle); P. speciosa

(black triangle); P. verecunda (gray triangle); P. avium (white triangle); P. sargentii (black square); P. verecunda var. pendula (gray square);

Unidentified (white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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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나무류 식재 현황

식재된 벚나무류는 총 5,866주가 확인되었고, 이 중

5,744주는 11분류군으로 동정되었다(Fig. 2, Table 1). 확인

된 벚나무류 중 소메이요시노벚나무가 3,055주(5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털벚나무 1,260주(21.5%), 벚나

무 1,192주(20.3%) 순으로 이들 3종이 전체 93.9%에 이르

며, 행정구역에 따른 식재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

외 100주 미만이 확인된 벚나무류는 올벚나무 97주

(1.6%), 처진올벚나무 42주(0.7%), 만첩개벚나무 32주

(0.5%)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복합적인 특징을 나타내

거나 알려진 특성과 일치하지 않아서 식별이 어려운 개체

들은 122주(2.1%)가 확인되었다(Fig. 3, Table 1). 

조사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분당중앙공원 및 인접 지역

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로 개

인주택 및 아파트단지, 학교 등에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 도시녹지에 벚나무류를 도입할 때 소메이요

시노벚나무가 가장 선호되는 수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체가 100주 미만으로 확인된 벚나무류 중 올벚나무는

분당동과 서현동 경계의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일대에 가

로수로 연속 식재되어 있었고, 장안타운한신, 라이프빌

라 내에도 다수가 식재되어 있었다. 분당중앙공원의 경우

에는 조경수 식재지 31.1%, 잔존산림 51.3%, 수공간, 포장

지, 건폐지 등 기타지역 17.6%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대 초 공원 조성 당시 남동쪽의 불곡산으로 이어지는 녹

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지형 및 수림대 보존 등 기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자생수목을 이식하고, 공

원 남동쪽 분당천변 산책로에는 산벚나무를 식재하도록

계획하였다(Lee, 1995; Kang and Lee, 1996).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공원 남동쪽과 분당천 북쪽 산책로를 따라 분

포하는 벚나무류는 잔털벚나무와 벚나무가 대부분이었

으며, 소메이요시노벚나무가 매우 드물게 확인되었고,

산벚나무는 확인되지 않았다(Figs. 3, 4).

식재유형은 편의상 하천변 산책로 및 자동차 도로 주변

에 1–2열의 선형으로 조성된 가로 식재와 공원 녹지대 내

에 면으로 조성된 경관 식재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

며, 가로 식재의 경우 소메이요시노벚나무가 대부분으로

다른 수종이 매우 적고, 경관 식재의 경우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형이 아래로 처지

는 처진올벚나무와 처진개벚나무는 군식보다는 포인트

식재되며, 겹벚나무와 양벚나무는 경관 식재로 주거지 주

변에 식재된 경우가 많았다(Fig. 3).

가로에 식재된 소메이요시노벚나무와 함께 확인된 벚

Fig. 4. Planting types of Prunus trees in Bundang Centr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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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류 수종은 접목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식 시 접목에 실패하여 대목이 성장한 개체 또는 종

간 잡종이 함께 식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벚나무류 식재 관리 필요성

본 연구에서 확인된 벚나무류 외래수종은 3종류(소메

이요시노벚나무, 왜벚나무, 양벚나무)이다(Table 1). 일본

원산 교잡종인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조사지역 내 벚나

무류의 52.1%로 자생 벚나무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

고, 전국에 가로수와 조경수로 많이 식재된 ‘왕벚나무’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orea Forest Service,

2020) (Table 1). 일본 고유종인 왜벚나무는 소메이요시노

벚나무의 부계로 알려져 있다(Katsuki and Iketani, 2016).

왜벚나무의 정확한 도입 시기는 파악되지 않으나 제주도

에서 관상용으로 식재되었다가 야생화된 것으로 보이는

개체군이 국내 미기록 귀화종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

서 22주(0.4%)가 확인되었다(Kim et al., 2011) (Table 1). 조

사지역에서 가로수로 식재된 소메이요시노벚나무와 함

께 왜벚나무가 발견되는 것은 녹지 조성 당시에 두 종의

뚜렷한 구분 없이 ‘왕벚나무’로 간주하였기 때문으로 보

인다(Fig. 3D). 유럽과 서아시아 원산의 양벚나무는 과실

수로 도입된 종으로서 관상용으로도 식재하며, 조사지역

에서 16주(0.2%)를 확인하였다(Table 1). 양벚나무는 조사

지역 내에서 특정지역에만 확인된 것으로 보아 녹지 조성

당시에 의도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다(Fig. 3D). 이

외에도 조경용이나 체리 생산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재배

품종은 약 50종류에 이른다(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자생 벚나무류 및 주요 도입종의 식별형질과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 122주는 비의도적으로 식재된 재배품종이나

종간 잡종으로 판단된다.

벚나무류는 비교적 쉽게 종간 잡종을 형성하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인공잡종을 형성하여 품종 개량을 시도하

기도 한다(Liu et al., 2007). 반면, 중앙유럽의 희귀식물인

P. fruticosa Pall. 야생 개체군과 도입 재배종인 P. cerasus L.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잡종 형성과 역교배 사례연

구는 식재된 개체군으로부터 야생 개체군에 유전자 이입

이 발생하여 희귀식물의 고유성을 보전하는 데 심각한 위

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Macková et

al., 2018). 즉, 벚나무류 자생지 인근에서 근연 외래종이

재배나 식재될 경우에 자생 벚나무류의 고유성 보전에 위

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개체군

크기가 작은 왕벚나무는 소메이요시노벚나무와 모계(올

벚나무)가 같으며, 소메이요시노벚나무의 부계인 왜벚나

무가 이미 유입되어 있어서 잡종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유종인 왕벚나무 자생지 인근에 식재된 벚나무

류의 적극적인 관리와 유전자 이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

요하다. 잡종화와 유전자 이입에 의한 고유성 상실은 종

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동일한 종 내에서도 유전적으

로 격리된 집단에서도 적용된다(Rhymer and Simberloff,

1996). 따라서 식재 수목의 관리에는 종 식별과 원산지 파

악이 중요하다. 실생묘 생산이나 재배종의 대목으로 산벚

나무와 벚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Kim,

2004), 실체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산벚나무 종자는 주변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실정으

로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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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벚나무류(Prunus subg. Cerasus) 식재 현황: 

분당중앙공원 일대 사례연구

한병우·정종덕·나혜련·강경숙·장한이·김세령·김유미·권희정·현진오*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적 요: 벚나무류 (Prunus subg. Cerasus)는 가로수 및 조경수로 전국에 가장 많이 식재하지만 외형으로 식별

이 어려워서 종별 수량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벚나무류가 식재된 성남시 분당구 분당중앙공원과 인

접 지역의 식재유형과 종 구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경수목 식재 관리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벚

나무류의 개화기인 2021년 4월에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약 6 km2 내에 식재된 벚나무류 총 5,866주를 조사하

였다. 이 중 5,744주는 11분류군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122주는 복합적인 외부형태 특징을 보였다. 소메

이요시노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가 가장 높은 비중(52.1%)을 차지하였고, 잔털벚나무(P. serrulata

Lindl. var. pubescens (Makino) Nakai), 벚나무(P. jamasakura Siebold ex Koidz.)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

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P. ×nudiflora (Koehne) Koidz.)는 본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소한 특징으로 구

분되는 벚나무류의 식별을 돕고자 주요 조경용 벚나무류 11분류군에 대한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벚나무류는

자연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종간 잡종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래 벚나무류와의 잡종화와 이에 따

른 유전자 이입에 의해 자생종의 유전적 고유성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생지 주변의 식재 수종

관리와 원산지 추적이 필요하다.

주요어: 벚나무속, 벚나무아속, 소메이요시노벚나무, 왕벚나무, 잡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