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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및 관리

무궁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입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
니라, 반만년 역사 동안 민족과 함께 해온 겨레의 꽃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
근 백일 간 매일 수십 ½ 수백 송이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무궁화야 말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꿋꿋이 이기
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한 민족정신의 상징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무궁화는 병충해에 약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어렵다는 그릇된 인식이 널리 퍼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간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나라꽃 무궁화의 위
상 제고와 긍정적 이미지로의 변화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2008년
‘시장친화적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을 발표, 나라꽃 무궁화를 보다 널리 심고 가꾸며 국민의 사랑 속에 국가
브랜드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50년대 말부터 무궁화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무궁화 우수 품종 육성
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0여 종에 달하는 국내외 무궁화 품종과 전국 각지의 재
래종 무궁화들을 수집½증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들을 재료삼아 1990년대 말까지 ‘선덕’, ‘칠보’ 등 아름
다운 꽃을 가진 20여 가지 신품종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가로수에 적합한 ‘우리’, ‘탐라’,
화분 재배에 적합한 ‘한양’, ‘소양’ 등 용도별 특성화된 신품종을 육성하는 한편,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증
식 및 재배기술 최적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무궁화 재배를 원하는 분
들에게 올바른 번식, 식재 및 관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서, 고품질 묘목을 생산하고 이를 적절한 곳에 식재하
여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지식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자료를 정리하고 집필한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앞으로 무궁화 묘목을 직
접 생산하고자 하는 농림업 종사자들께 유용한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고 우리 생활 속에 보다 사랑받는 관상수로서 거듭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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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칭
 우리 이름 : 무궁화
명 : Hibiscus syriacus L.
학
명 : Shrub Althea, Rose of Sharon
영
 한 자 명 : 無窮花, 木槿
 일 본 명 : ムクゲ

나. 식물분류학적 위치 및 주요 근연종
무궁화는 식물학적 분류체계상 식물계(界) → 피자식물문(門) → 쌍자엽식물강(綱) → 아욱목(目) → 아욱과

(科)→ 무궁화속(屬)에 해당된다. 아욱과(Malvaceae)는 전 세계적으로 82속 1,500여 종이 있으며, 주로 초본
(草本)으로 미주(美洲)와 열대 지방에 분포한다. 대표적으로 목화속(Gossypium spp.), 무궁화속(Hibiscus

spp.), 접시꽃속(Althea spp.), 닥풀속(Abelmoschus spp.), 어저귀속(Abutilon spp.) 등이 해당된다.
이 중 무궁화속(Hibiscus spp.) 식물은 전 세계에 약 200여 종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무궁화(Hibiscus

syriacus), 황근(H. hamabo), 부용(H. mutabilis), 하와이무궁화(H. rosa-sinensis), 케나프(H. cannabinus) 등
이 자생하거나 관상용ㆍ산업용으로 재배된다. 또한 중국 원산의 노산부용(H. para-mutabilis)과 대륜목근(H.

sino-syriacus)이 육종재료로 극소수 도입되어 보존되고 있다.

하와이무궁화

황근

부용

<그림 01-1> 무궁화의 주요 근연종

대륜목근 ‘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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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 및 분포지역
무궁화의 원산지는 한국, 일본, 중국 중부, 인도 북부 등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상 가치가 높아
열대 및 한대의 극한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다. 국내에는 주로 평양과 원산을 잇는 북위 40° 이
남, 해발 500m 이하의 지역에 분포하며, 깊은 계곡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라. 생육 및 개화특성
무궁화는 수고 3~5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일반적인 수명은 40~50년, 길어도 100년 미만으로 본
다.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陽樹)로서 비옥하고 적습한 땅을 선호하나 토지에 대한 적응력은 강한 편이며 옮겨
심기도 잘 되는 나무이다. 또한 맹아력이 강하고 유시(幼時) 생장이 빠르며 내염성과 내공해성도 강하다. 어릴
때는 정아 우세성(頂芽 優勢性)이 강하나 생장하면서 약해지는 편으로, 자랄수록 주간(主幹)이 뚜렷하지 않고
측지(側枝; 곁가지)가 잘 발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추운 지방에서는 어릴 때 초두부(梢頭部; 가지 위쪽
의 끝부분)가 동해(凍害)를 받아 주간을 잃고 대신 측지가 발달함으로서 수형(樹形)이 구(球)형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무궁화는 대개 4월 말~5월 초에 잎이 피기 시작하며 당년지(當年枝; 그 해 새로 난 가지)의 잎겨
드랑이 쪽에 꽃봉오리를 맺게 되는데,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지가 계속 자라면서 위쪽으로 향해 돋는 잎
의 겨드랑이마다 꽃을 피우는 무한화서(無限花序)이다. 때문에 한 송이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는 것으로 착각
하기 쉽지만, 실제 꽃수명은 홑꽃 계통의 경우 대개 12~15시간 정도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할 수 있다(그
림 01-2). 이에 반해 반겹꽃 또는 겹꽃 계통 중에는 2~3일간 피어 있는 품종도 있어, 관상용으로 다양하게 이용
가눙하다.

전날 21시

24시

0시

18시

6시
12시

<그림 01-2> 무궁화 꽃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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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형태적 특성과 구분
1) 수형 및 생육형
무궁화의 생육형 구분은 장령기(長齡期)에 정상 생육하고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히 수형과 관련된
특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령, 입지, 관리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을 위해
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가) 가지가 뻗는 상태에 의한 구분

 직립성(直立性) : 가지가 굵으며 거의 늘어지지 않고 직립하는 수형
 수양성(垂楊性) : 가지가 가늘고 길며 전체적으로 아래로 늘어지는 수형
나) 생장상태에 의한 구분

 고성(高 性) : 가지의 평균생장이 연간 100cm 이상 되는 것
 중성(中 性) : 가지의 평균생장이 연간 50~100cm인 것
 왜성(矮 性) : 가지의 평균생장이 연간 50cm 이하인 것
다) 곁가지의 발달 정도에 의한 구분

 단지형(單枝型) : 자라면서 곁가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지형(枝型) : 자라면서 곁가지에서 1차 곁가지가 발생하는 것
 다지형(多枝型) : 자라면서 곁가지에서 2차 곁가지까지 발생하는 것

직립성(곧추선 형)

조금 곧추선 형

퍼지는 형

<그림 01-3> 무궁화의 수형 구분 (출처 : 국립종자원 신품종 특성 조사요령)

수양형(쳐지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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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잎의 형태
무궁화의 잎은 기본적으로 난형(卵形) 또는 능상난형(菱狀卵形)이며, 기부는 넓은 설저(楔底 : 쐐기모양) 또는 원
저(圓底)이고 3개의 주맥을 따라 윗부분이 3개로 갈라진다. 가장자리에는 깊은 거치(鋸齒)가 있고, 엽선은 뾰족한
첨두(尖頭)이며 엽맥 위에는 털이 있다. 엽병(葉柄 : 잎자루)는 주로 5~15mm로 잎크기에 비해 짧은 편이다.
무궁화의 잎은 동일 품종에서도 수령에 따라, 잎이 달린 부위에 따라 잎의 크기, 결각상태, 변형 정도의 변이가
심한 편이다. 즉 주간(主幹) 또는 생장이 좋은 1년생 가지의 상단부에 달린 잎의 경우 탁엽(托葉)이 거의 발달되
지 않는 반면, 그 이하의 잎들은 대개 본잎과 2~3개의 탁엽이 발달한 소엽이 군생(群生)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
지 최하단 4~5마디 부위의 잎은 품종의 특성을 거의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품종별 잎의 특성을 조사하거나,
잎 형태를 품종식별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표본 추출을 일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01-4> 무궁화의 다양한 잎형태

3) 꽃의 형태
무궁화 꽃의 기본형은 한 송이 꽃에 암술과 수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양성화(兩性花)로, 여기에 꽃잎과 꽃받침
을 모두 갖춘 완전화(完全花)이다. 즉 그림 01-5와 같이 꽃자루, 부꽃받침, 꽃받침, 꽃잎, 밑씨와 씨방, 수술통
및 수술, 암술대 및 암술머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반겹꽃이나 겹꽃의 경우에는 수술의 일부 또는 전부,
때로는 암술머리까지 꽃잎형태로 퇴화하여 불완전화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런 형태의 꽃은 정상적으로 결실
하여 종자를 맺지 못한다.
홑꽃의 꽃잎 수는 기본 5매이며 드물지만 품종에 따라 6~8매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외형상으로는 이판화(離瓣
花 : 갈래꽃부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판화(合瓣花 : 통꽃부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꽃잎의 기부
인 꽃받침으로 가려진 부분에서 붙어 있어 꽃이 질 때 절대로 1매씩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말린 형태로 떨
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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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술머리
단심
꽃가루

단심 방사맥

암술대
수술대
꽃잎
씨방

홑꽃

꽃받침
부꽃받침
꽃자루

밑씨

기본꽃잎
겹꽃잎

무궁화 꽃의 측면도
겹꽃
<그림 01-5> 무궁화 꽃의 생김새

무궁화는 꽃의 형태 및 색깔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꽃잎의 모양에 의한 구분

 홑꽃 : 5개의 기본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한 형태의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춘 꽃이다. 종종 약간
의 속꽃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꽃잎의 길이와 폭의 비율에 따라 다시

3가지 형으로 구분한다.
□Ⅰ-a형 : 꽃잎의 폭/길이가 70% 이하인 꽃
□Ⅰ-b형 : 꽃잎의 폭/길이가 71~90%인 꽃
□Ⅰ-c형 : 꽃잎의 폭/길이가 91% 이상인 꽃

 반겹꽃 : 수술이 변하여 속꽃잎으로 발달한 꽃으로, 원래의 꽃잎은 속꽃잎에 비해 훨씬 크고 뚜렷하다.
암술머리는 있으나 꽃의 구조가 정상이 아니므로 열매가 작고 결실상태가 미흡하다. 속꽃잎의 발달 상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으로 구분한다.
□Ⅱ-a형 : 겹꽃의 초기단계로 속꽃잎의 수와 크기가 작아 홑꽃처럼 보이며, 종자결실이 거의 정상에 가
까운 꽃
□Ⅱ-b형 : 수술 대부분이 꽃잎으로 변하여 속꽃잎의 수는 많으나 작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기본 꽃잎은
크고 수평에 가깝게 활짝 피며 결실은 일부 되지만 열매가 작은 꽃
□ Ⅱ-c형 : 수술이 모두 속꽃잎으로 변하고 크게 발달하여 장미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암술
은 있으나 씨방 등이 꽃잎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거의 결실이 되지 않는 꽃

도로 크게 발달하였으나, 꽃 자체의 크기는 작은 편으로 암술은 수술통과 함께 짧고 비대해지거나 완전 꽃
잎화하여 결실하지 못한다. 암술대(花柱)의 존재 여부 및 잔존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한다.
□Ⅲ-a형(산란형) : 암술대 없는 꽃 비율이 1/3 이하인 꽃
□Ⅲ-b형(국화형) : 암술대 없는 꽃 비율이 1/2~2/3 정도이며 꽃잎 말리는 모양이 국화와 유사한 꽃
□Ⅲ-c형(폼폰형) : 암술대 없는 꽃 비율이 100%로 꽃은 작으나 속꽃잎이 파상(波狀)으로 잘 발달한 꽃

홑꽃

반겹꽃

겹꽃

<그림 01-6> 꽃잎의 모양에 의한 구분

나) 꽃 색깔에 의한 구분
무궁화꽃은 복합적인 색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무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거나 그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
에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구분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종래에는 배달계, 단심계, 아사달계의 3계열
로 분류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흡수파장의 분포에 따라 단심계를 다시 백단심계, 홍단심계(적단심계 및
자단심계), 청단심계로 세분하기도 한다(그림 01-7).

 배달계 - 중심부에 단심이 없는 순백색의 꽃
 단심계 - 중심부에 단심(丹心; 붉은색 또는 자색 계통 무늬)이 있는 꽃
□백단심계 : 백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적단심계 : 적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자단심계 : 자주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청단심계 : 보라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아사달계 – 백단심 또는 매우 연한 분홍계통 꽃잎에 분홍색 무늬가 있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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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 꽃 : 수술은 물론 암술까지 모두 속꽃잎으로 변하였고 외관상 기본 꽃잎과 속꽃잎의 크기가 비슷한 정

배달계

백단심계

홍단심계

자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

<그림 01-7> 꽃 색깔에 의한 구분

다) 개화 시기에 의한 구분

 조생종 : 개화 최성기가 8월 초순에 나타나는 것
 조중생종 : 개화 최성기가 8월 중순에 나타나는 것
 중생종 : 개화 최성기가 9월 초순에 나타나는 것
 중만생종 : 개화 최성기가 8월 중순과 9월 중순 등 2회 나타나는 것
 만생종 : 개화 최성기가 9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는 것
[표 01-1] 무궁화 계통별 개화 최성기 구분
구분

배달계

백단심계

홍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

조생종
(8월 초)

옥선, 살마백, 우정,
월산, Dorothy Crane, 순지화립, 서호향, 대덕사일중,
하공, 대자배,
불꽃, PS80-1, 영광, 불새, 님보라, Blue No.1,
Large White,
Monstrosus, 원화,
파랑새
Jeanne de Arc, 꽃뫼 한양, 한보람, 대선기원수 개량단심, Bredon Spring

Hamabo,

중생종
(8월 중순)

장문, 백조, 옥녀,
옥토끼, Admiral
Dewey, 한서, Snow
drift, 새한

백근립, Lady
Stanley,

만생종
(9월 중순)

백단심, 설단심, 선덕,
단심, 심산, 새빛,
일편단심

백기원수, 눈뫼, 배달, 한빛, Pulcherrimus,
눈보라, William R.
한누리, 백소륜, Red
Smith, Totus Albus heart, 설악, 순정,

The Banner

향단심, 고요로, 홍단심, 순이,
퍼플 루즈, 자선,
세레나데, 자세변, 한사랑, 계월향, 추2, 신청조
Amplissimus, 고주몽, 춘향,
아랑, 삼천리, 우리, Boule de
Feu, Single red, Kreider Blue,
Rubrus, Russian Violet, 칠보,
향단, 도원, 새아침, 새영광, 소양,
등랑, 에밀레, 홍화랑, 새아사달, 난파
적기원수, 조취화립, 탐라, 근형,
적일중, 각창화립, 대덕사기원수,
Lucy, 늘사랑, 아사녀, 내사랑, 홍순

칠보아사달

Comte de
haimont,

자배, 평화,
아사달, 첫사랑

01 특성
Bredon Spring

Dorothy Crane

Lenny

Monstrosus

<그림 01-8> 도입 조생 무궁화 품종

바. 품종 현황
무궁화의 품종은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표 01-2, 01-3과 같다.

[표 01-2] 무궁화 국내육성 품종
계

홑

꽃

반 겹 꽃

겹

꽃

백단심계

단심, 백단심, 새빛, 선덕, 심산, 원화, 월산, 한마음,
한빛, 한얼단심, 신태양 우정(=Helene), 별이, 한양,
순이, 일편단심(≒Pheasant-Eye)

늘벗*, 모정*, 한누리, 화랑,
한보람(≒耳原花笠)

설단심, 순정, 설악

홍단심계
(자단심계포함)

개량단심, 계월향, 고요로, 고주몽, 광명*, 광복*,
귀빈*, 나보라*, 난파, 님보라, 덕안, 불꽃, 불새,
새아침, 새얼*, 새영광, 새롬*, 새마음*, 서광,
서호향, 에밀레, 영광, 원술랑*, 이슬*, 임진홍,
진이*, 춘향, 충무, 칠보, 한얼, 한샘*, 향단,
향단심, 홍단심, 홍화랑, 화홍, 우리, 소양, 탐라,
삼천리, 꼬마, 수줍어, 송암, 무지개(=七笠)
수줍어(=Bonjoia), 한사랑(≒ Mauve Queen)

새아씨*, 새아사달,
아랑, 아사녀, 초롱*,
평강공주*, 홍랑*,
홍순, 홍공작(=紅孔雀),
대덕사(=大德寺花笠),
산처녀(≒光花笠)

꽃보라, 내사랑, 세레나데,
늘사랑 (=Speciosus
Plenus), 루시(=Lucy),
폼폰(=Pompon Rouge)

청단심계

파랑새, 자배(=紫盃), 진이

배 달 계

배달, 백조(=Diana), 소월, 옥녀, 옥선, 한서,
옥토끼(≒玉免), 백설, 대덕사백(=大德寺白)

꽃뫼, 눈뫼, 사임당

눈보라, 새한

아사달계

아사달, 칠보아사달, 천사*

늘벗*, 동자*

평화, 새겹*,
바이칼라(=Bicolour)

자선, 자옥(=紫玉),
루즈(Purple Rouge),
첫사랑(=Ardens)

* : 품종보존이 되어있지 않은 품종
= : 외국품종을 우리말품종으로 명명한 품종(중복수록)
≒ : 외국품종 실생묘 중 선발된 품종으로 우리 품종과 매우 유사하여 같이 쓰이고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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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9> 국내 육성 무궁화 주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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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1-3] 무궁화 외국 도입 품종
계
백단심계

홑꽃

Campanha, Dorothy Crane,
Helene, Monstrosus, Pheasant
-Eye, Red Heart, 日の環, 白小輪,

반겹꽃

겹꽃

大仙祇園守, 耳原花笠

The Banner, Sonde,
Pulcherrimus, Leopoldi,
White Supreme

Sir Charles de Breton
(=Souvenir de Charles
Breton), Bredon Spring,

Amarantus (Roseus
Plenus), Amplissimus
(Puniceus Plenus,Ruber
Semiplenus), Blue moon,
Boule de Feu(≒Comte
de Flandre), Carneus Plenus,
Double Rouge,
Duc de Brabant (Duche
sse de Brabant), Kreider Blue,
Lucy, Perry's Purple, Pompon
Rouge, Roseus Plenus

白一重
홍단심계
(자단심계
포함)

Grandiﬂorus Superbus,
Lenny, Bonjoia, Meehanii,
May Robinson, Mauve Queen,
Pink Gaiant, Rubis(=Rubin),
Rubrus, Russian Violet, Single
Red, U.S.Red, Valentine,
WoodBridge, Dr.Uemoto, 甬倉,

角倉花笠, 光花笠,
大德寺祇園守,大德寺花笠,
順知花笠, 赤花笠, 鳥取花笠,
紅孔雀

桃園, 大德寺一重, 籐娘, 赤一重,
雉鳩, 七彩, 平家山

청단심계

Coelestis(≒Celestial), Blue
Bird (=Oiseau Bleu), 大紫盃,

Coeruleus Plenus, Violet Clair
Double

Ardens, Purpureus Variegatus
(≒Variegatus), Purple rouge,
Ranunculiﬂorus, 紫玉

Albus Plenus(Jeanne de
Arc, Luteus Plenus,
Ranunculiﬂorus Plenus)

Admiral Dewey, La
Veuve(≒Speciosus), 白亂, 小亂

新靑鳥, 紫盃, 紫盃, 紫車, 夏空
배달계

Diana, Large White, Purity,
Snowdrift, Totus Albus
(≒Snowstorm), William R.
Smith, 大德寺白, 班入葉, 薩摩白,

白祇園守, 白花笠, 姬花笠

玉免, 潭寺白
아사달계

Hamabo, 白筋笠

Elegantissimus(Lady Stanley),
Bicolor, Spectabilis Plenus,
Hamabo ex France

Comte de haimont,
Paeoniﬂorus, Pink Delight
Roxanus

* : 품종보존이 되어있지 않은 품종
= : 외국품종을 우리말품종으로 명명한 품종(중복수록)
≒ : 외국품종 실생묘 중 선발된 품종으로 우리 품종과 매우 유사하여 같이 쓰이고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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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번식
무궁화의 번식법으로는 파종, 삽목(꺾꽂이), 접목 등이 있는데, 묘목의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가. 종자에 의한 번식
무궁화는 주로 타가수정(他家受精; 다른 개체의 꽃가루로 受粉, 結實됨)을 하기 때문에 실생묘(實生苗; 종자를
심어 기른 묘목)는 양친의 유전적 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꽃을 피우게 된다. 또한 만일 모수(母樹; 어미나
무)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꽃을 피우더라도 개체마다 타고난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수
와 동일 품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궁화의 경우 종자 결실이나 저장, 발아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교
배를 통해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식재 시 엄정한 품종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접목을 위한 대목
양성 등의 경우 종자에 의한 번식도 널리 시행되고 있다.

1) 종자 채취 및 보관
장령목 이상의 생장이 빠르고 건실한 어미나무로부터 종자를 채취한다. 보통 8월 하순부터 삭과(㪈果)의 성숙
이 시작되지만 가장 충실한 종자는 10월 중ㆍ하순이 되어야 얻을 수 있다. 삭과의 표면이 약간 노란빛이 나면
서 봉합선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채취한 뒤, 망사주머니에 넣어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
면 봉합선이 갈라지면서 종자가 탈종되기 시작한다. 탈종한 종자는 망사로 된 주머니에 넣어 통풍이 잘 통하는
음지에 보관한다.

<그림 02-1> 무궁화 종자 결실 및 기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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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2-1] 무궁화 종자의 표준 품질

무궁화

순량률

91.4%

입수

용적률
(ℓ당 중량)

실중
(1000립당gr)

1ℓ

1kg

212.15g

16.2873g

13,378입

63,059입

발아율

효율

84.8%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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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수득률(열매에 대한 종자생산율) : 20.2%

2) 파종상 만들기
파종상은 양지바르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만드는데, 보통 파종 하루 전 ㎡당 복합비료 100~150g과
완숙퇴비 3~5kg을 밑거름으로 살포하고 토양살충제와 다찌가렌 등 입고병 예방제를 적정량 뿌린 뒤 경운하여
두며, 이튿날 폭 1m, 이랑 너비 50cm, 지면으로부터 높이 10~15cm 정도로 상을 만든다(그림 02-2).

퇴비 및 살충제 산포

상 만들기
<그림 02-2> 파종상 만들기

3) 파종 및 관리
노지파종의 경우 대개 해빙 직후인 3월 초순 ~3월 중순 경 파종하며, 묘목의 빠른 생장을 위해 온실에 조기 파
종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25℃ 정도로 유지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파종 1개월 전에 젖은 모래와 혼합하여 노천매장(5℃) 한 뒤 파종하는 것이 좋지만, 파종 직전까지
기건 상태로 보관한 경우에도 2~3일 정도 흐르는 물에 침지한 후 파종하면 발아가 잘 된다.
적정 파종량은 ㎡당 5~8g(300~500립) 가량으로 파종상에 흩어뿌림 또는 줄뿌림으로 심고 짚 등으로 덮어준다.
파종 후 20여 일이 경과하면 종자가 발아하기 시작하는데, 발아가 10% 이상 진행되면 짚을 걷어주되 보습과
토의(土依 : 빗물에 흙이 튀어 어린묘에 붙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짚을 3~5cm 길이로 짧게 잘라서 덮어주
는 것이 좋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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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 준비

종자 산포(흩어뿌림)

고운 흙으로 덮기

짚덮기(I)

짚덮기(II)

보호망 씌우기

<그림 02-3> 파종 과정 및 사후 관리

본엽이 2~3매 나오고 줄기가 경화될 무렵 한 두 차례 솎아 최종 ㎡당 70~80본 정도 남도록 한다. 한편, 이식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50×50cm 간격으로 점뿌림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1점에 5~7립을 파종하고 묘고가

15cm 정도 자랄 때까지 한 두 차례 솎아 최종에는 1점당 충실한 묘목 1개만 남긴다.
발아 후에는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 과습하면 입고병(立枯病)이 오기 쉬우므로 주의하고, 어린 묘가 입
고병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다찌가렌’이나 ‘보르도액’ 등을 10일 정도 간격으로 살포한다.
잡초는 크게 자라기 전에 수시로 제거하여 주는 것이 좋으며, 비료주기는 묘목생육 상태를 감안하여 실시하되
‘하이포넥스’와 같은 액비(液肥)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늦생장을 하게 되면 동해(凍害)를 심하게 받게 되므
로, 8월 10일 이후에는 절대로 시비를 하지 말고 줄기가 경화되도록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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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유묘(幼苗)는 중부 이북지방에서 월동 시 상단부 동해(凍害) 피해를 많이 받는데, 어릴 때는 정아(頂芽)
가 우세하게 바로 자라나더라도 측아(側芽) 또한 잘 발달되는 경우가 많아 웬만한 피해로는 묘목 생산에 큰 문
제가 없다. 그러나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줄기는 물론 뿌리까지 얼어 조직이 터지거나, 주간이 없어지고 뿌리

02 번식

부분 잠아(潛芽)가 발달하여 총간(叢幹) 형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람을 심하게 받거나 겨울에 -20℃ 이하
까지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가을에 굴취한 후 움저장을 하거나 방한시설을 하여 주는 것이 좋다.

<그림 02-4> 묘목 동해(凍害) 피해 및 피해방지를 위한 움가식 월동

나. 삽목(꺾꽂이)에 의한 번식
삽목은 모수(품종)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종자 생산이 안 되는 겹꽃 품종이나
배수체 등의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번식 방법이다. 그러나 삽목에 의해 양성된 묘목은 주근(主根 : 곧은뿌리)이
없고 측근(側根 : 옆으로 뻗는 뿌리)만 발달하기 때문에 바람에 약하고 동해(凍害)를 입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무궁화는 대체로 삽목이 잘되는 편이지만 품종 또는 모수의 상태에 따라 삽목 발근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저장 양분, 식물호르몬 함량, 줄기의 숙도 및 모수의 나이 등 생리적 요인과 온
도, 일장, 삽목용토의 성질 등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삽목 발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
량의 식물생장조절제를 처리하거나, 삽목 대신 접목이나 밀폐접삽과 같은 증식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표02-2] 실생묘와 삽목묘의 차이점
구분

실생묘

삽목묘

유시에는 결각이 거의 없어 무궁화 잎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음

대개 어미나무 잎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냄

줄기

유시에 곁가지 발달이 적고 수고 생장이 좋아
지하고(枝下高)를 높이는데 유리함

실생묘에 비하여 유시에 가지가 많이 발달하고
수고생장이 저조함

뿌리

주근(主根)이 발달하고 주위에 2차근이 발생하며 깊게
뻗음

주근이 없고 삽수의 형성층 부분에서 몇 개의 뿌리가
수평근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천근성화함

기타특성

나무의 크기, 형태 및 꽃의 색깔, 형태 등 특성을 예측할
수 없고, 유시 개화기가 늦으며 개화량도 적음

어미나무를 닮게 되므로 수형 및 꽃의 특성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유시에도 개화량이 많음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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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수(揷穗) 채취 및 저장
무궁화 삽목은 원칙적으로 여름에 실시하는 녹지삽과 낙엽 후 삽목하는 휴면지삽이 모두 가능한데, 묘목 생산
효율을 고려한다면 이른 봄 전년도에 난 가지를 이용하여 휴면지삽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삽수로
사용할 가지는 물이 오르기 전인 3월 중½하순경 굵기가 5mm 이상으로 충실한 눈을 가진 1년생 가지를 골라
채취하며, 삽목 시행 시까지 0~5℃가 유지되는 움 또는 냉장고에 보관하되 마르지 않도록 하단의 절단부에 이
끼 또는 젖은 신문지로 감싼 후 비닐로 묶어 저장한다.

2) 삽목시기 및 방법
일반적으로 노지삽목은 3월 하순 ~ 4월 상순에 시행한다.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선택하되, 밑
거름이 많이 포함된 토양은 발근율이 낮고 부패되기 쉬우므로 피한다. 삽목상은 폭 1m , 높이 10~15cm 정도
로 만든 뒤 검정비닐로 멀칭하면 이후 잡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활착 후 생장 촉진에 도움이 된다(표

02-3). 삽수 발근이 어려운 품종이나 클론의 경우 삽목 직전 IBA 1,000㎎½L-1용액에 5~10분간 침지 후 삽목하면
발근율 및 생장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NAA나 루톤 처리는 품종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02-5> 삽목상 비닐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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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별
비닐멀칭
짚 피복

뿌리

활착률
( %)

묘고
(cm)

근원경
(mm)

가지수
(개)

수(개)

길이(cm)

건중량
(g)

T/R율

85.2
60.5

67.5
50.4

7 .8
5 .9

2.9
1.8

8.8
7.6

34.5
31.7

14.2
8.1

4.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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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02-3] 삽목상 처리별 생육상태

※ 계월향, 고주몽, 단심, 산처녀, 옥토끼 등 10품종에 대한 평균값

[표02-4] 노지삽목시 삽수 길이별 활착률 및 생육상태
활착률(%)

생 장(cm)

삽수길이
(cm)

온실

포지

묘고

근원경

5
10
15
20

96
98
98
-

71
69
71

69.6
67.7
67.5

0.68
0.58
0.56

[표02-5] 삽목밀도별 생육상태
삽목본수/m²당

36
64
81
100

생 장(cm)

비고

묘고

근원경

44.3
47.5
45.3
43.9

0.52
0.50
0.45
0.41

품종 : 선덕, 한사랑, 원화

삽수 조제시 길이는 10~15cm 정도가 적당하며 충실한 눈이 2~3개 가량 포함되도록 자르되, 자라날 신초의 건
조 방지를 위해 최상부 눈 바로 윗부분을 자르지 말고 1.0~1.5cm 정도 여유를 둔다(그림 02-7). 삽목 밀도는

m²당 70~80본 내외가 적당한데, 너무 밀하면 활착 후 묘목 생장이 부진하여 건전묘 생산이 어렵다(표 02-5).
삽목 시에는 삽수보다 직경이 약간 굵은 봉으로 먼저 삽목상에 구멍을 수직으로 뚫은 다음 미리 조제해 둔 삽
수를 꽂는데, 이 때 땅에 꽂히는 부분의 형성층(목질부와 수피 사이)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삽목 후에는 주위에 공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손으로 잘 눌러 준다. 삽목 시 삽수를 꽂는 깊이는 삽수 길이의

1/2~2/3 정도가 땅 속에 묻힐 정도가 적당하며, 충실한 눈이 1~2개 정도 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상단
부 절단면에는 톱신 페스트나 발코트 등을 발라 수분 증발을 막고 빗물에 의해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삽수의 양이 극히 소량으로 정밀관리를 필요로 하거나 시험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온실 삽목을 수행하기도 한
다. 온실삽목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단위면적에 많은 양(量)의 삽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름철 온도
및 습도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발근이 되면 반드시 이식을 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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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삽목을 할 때 삽목용토는 흔히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마사토를 1:1:1로 혼합한 배양토를 사용하며, 펄
라이트(질석)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삽수 조제는 노지 삽목시와 동일하게 하나 삽수 길이는 5cm 내외로 하
여도 충분하고, 삽목 밀도는 열간 10cm, 삽수 간 5cm로 밀식한다.
온실삽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양토가 너무 과습(過濕)하지 않아야 하며 공중습도는 80~90%, 온도는

25~30℃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삽목 후 약 2개월쯤 되면 착근이 되고 새싹이 10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때에는 생장을 위한 양분이 많이 필요하게 될 뿐 아니라 밀식으로 인해 통풍이 되지 않아 병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반드시 이식을 하여야 한다. 이식은 반드시 흐린 날에 실시하고 비음망(庇蔭網 : 해가림)을 설치하여
서서히 외부 환경에 순화되도록 한다.

3) 삽목 후 관리
포지삽목 후에는 신초가 5~10cm 쯤으로 자랐을 때 충실한 것 1개만을 남기고 제거하며, 일반적으로 삽목상에
서의 병해충 피해는 거의 없지만 간혹 진딧물과 자벌레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방제하도록 한다. 삽목묘는 파종
묘에 비하여 늦생장을 하는 경향이 있고 동해(凍害) 피해가 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월동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법은 파종묘의 경우에 준한다.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혼합상토
<그림 02-6> 삽목용토 제조 및 무궁화 온실 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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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수 조제

10cm 길이로 조제한 삽수

삽수 꽂기

삽목 직후의 삽목상

삽목묘 생장

삽목묘 개화
<그림 02-7> 삽목에 의한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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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목(椄木)에 의한 번식
접목이란 어떤 개체의 가지(枝) 일부나 눈(芽)을 떼어서 다른 개체의 형성층에 밀착시킴으로서 새로운 식물체
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두 개체 상호간 접목 친화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접목 친화력은 일반적으
로 동일 종(種) 내의 품종이나 개체 간에 존재하나, 간혹 동일 속(屬)내 종(種)간에도 접목이 가능한 것도 있다.
접목 번식은 삽목 번식에 비하여 별도의 대목(臺木; 밑나무)이 필요할 뿐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
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삽목 번식이 잘 되지 않는 품종을 번식시킬 때나 대목과 접수(Ộ穗; 접가지)의 특
정한 형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소량의 귀중한 품종을 번식하고자 할 때, 개화 결실기를 앞당기고자 할 때, 한
나무에 다양한 색깔의 꽃 또는 열매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보존하고자 할 때 등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접수 및 대목 간에 불화합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으며,
더욱이 대목의 형질이 접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접목변이를 유발하여 모수의 유전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접목은 장소, 시기, 위치,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접목 장소에 따른 분류
□거접(居Ộ) : 야외접목. 대목(臺木)을 밭에 양묘한 상태로 두고 접목
□양접(揚Ộ) : 실내접목. 대목을 굴취하여 온실이나 실내에서 접목

 접목 시기에 따른 분류
□춘접(春Ộ) : 봄에 하는 접목. 휴면지(休眠枝) 접목
□하접(夏Ộ) : 여름에 하는 접목. 아접(芽Ộ; 눈접)을 포함한 녹지접(綠枝Ộ)

 접목 위치에 따른 분류
□저접(低Ộ) : 일반적으로 지상 10cm 이하의 부분에서 실시하는 접목
□고접(高Ộ) : 일반적으로 지상 30cm 이상의 부분에서 실시하는 접목
□복접(腹接) : 상단부를 자르지 않고 줄기의 부분에서 실시하는 접목
□근접(根接) : 뿌리 부분에 실시하는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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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이나 접수의 이용 부분에 따른 분류
□아접(芽Ộ) : 눈접. 눈(芽)을 따서 실시하는 접목
□지접(枝接) : 가지접. 가지의 일부를 잘라 실시하는 접목
□교접(僑接) : 나무 중간 부분의 병충해 등으로 상하부 수분과 영양전달이 되지 않을 때 몇 개의 가지로
다리를 놓는 것처럼 피해 부위를 건너서 실시하는 접목
□유대접(幼臺接) : 씨앗에서 발생된 유경(幼莖)에 실시하는 접목
이상의 접목 방법들 가운데서 무궁화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휴면지(休眠枝)를 이용한 절접(切
Ộ)으로 양접과 거접이 모두 가능하며, 품종을 바꾸거나 다양화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고접과 녹지접, 아
접 등을 하기도 한다. 접목 방법은 어느 수종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절접법과 아접법에 대해
서만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절접(切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거접과 양접이 모두 가능하며, 기존의 큰 나무에 고접을 하기도 한다.

 거접(居接)
대목을 묘포장에서 육묘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실시하는 방법으로 양접에 비해 대목의 활력이 강하므로
활착이나 생육상태가 좋다.

시기
대목에 물이 오르기 시작할 때가 적기로 중부 지방에서는 보통 4월 중ㆍ하순경에 실시하면 무난하다. 대
목은 물이 오르고 활력이 있어야 하며 접수는 아직 휴면상태여야 한다.

 접수채취 및 보관
접수(Ộ穗)는 물이 오르기 전에 채취하여 5℃ 내외의 저온에서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움 속에 보관하면
되는데, 냉장고나 창고에 보관할 때에는 절단 부분이 마르지 않게 깨끗하고 젖은 이끼류나 신문지로 싼
다음 접수 전체를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보관하였다가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접수를 1개월 이상
장기 보관하게 되면 건조되거나 부패하여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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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접(寄Ộ) : 접수를 모수에서 따지 않고 두 나무를 그대로 붙이는 접목

 접수 조제
접목하기 직전 접수를 꺼내어 전정가위로 길이 약 5cm(눈 2~3개) 내외로 자르되, 항상 맨 위의 눈은 충
실한 것이 오도록 하고 눈으로부터 1cm 상단을 자른 다음 길이를 조절하여 하단부를 자른다. 접수는 적
당한 양을 용기에 담은 후 마르지 않도록 이끼류로 덮어놓고 한 개씩 꺼내서 조제하여 쓰도록 한다. 접수
조제 시에는 예리한 접목용 칼을 이용하여 눈이 붙어 있는 반대편을 1.5~2.0cm 길이로 자르되 절사면(切
斜面)이 밀리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에 자른 다음 접목할 때 잘 밀착되도록 반대편의 하단부 약

0.5cm 내외를 45嚄각도로 사면(斜面)이 되도록 자른다.

 대목 준비
저접의 경우 지상 5~10cm 부위를 전정가위로 자른 다음, 밋밋한 부분(접목할 부분)을 선정하여 먼저 상
단부를 절개하기 좋도록 약 0.5cm 하단에서 반대편 상단부로 향하여 사면(斜面)으로 잘라 준 다음 접목
할 부위의 상단부에서 목질부를 약간 포함한 부분에 칼을 수직에 가깝도록 약간 안쪽을 향하여 대고 반대
편 엄지손가락으로 칼의 윗부분을 누르면서 접수가 충분히 삽입될 수 있도록 2.0~2.5cm 정도 절개 한다.

접목
대목의 절개한 부분에 접수를 삽입하는데 있어 가장 조심하여야 할 점은 대목의 형성층과 접수의 형성층
이 양쪽 모두 꼭 맞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서로의 굵기가 다르고 절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
을 모두 맞추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한쪽 면만을 끝부분까지 잘 접합할 수 있도록 깊숙이 삽입하여
맞춘 다음 움직이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으로 꼭 잡은 상태에서 접목용 비닐 끈으로 동여맨다. 접목의 성패
는 형성층의 접합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동여맬 때 접수가 움직여 형성층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절
개된 부분이 노출되어 건조되거나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끈을 잘 펴서 촘촘히 감아주어야 한
다. 매는 끈은 두드린 짚, 고무줄, 테이프 등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으나 조이는 힘이 좋고 사용하기에 편
리한 접목용 비닐끈(폭 3cm)을 사용하면 좋다.
접목이 완료되면 건조와 빗물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시판되고 있는 ‘발코트’나 접목용 밀랍, 파라핀

(양초) 등으로 접수와 대목의 상단부를 포함하여 접목 부위 등 상처 부위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은 모두
발라서 접목 성공률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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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접수 채취

접가지를 자른다.

<대목>

접가지를 끼워넣고 묶는다.

밑나무를 자르고 껍질에 틈새를 만들어 넣는다.

<그림 02-8> 절접 모식도

밑나무(대목) 자르기

접나무(접수) 끼우기

대목과 접수 결합

비닐끈 감기(I)

비닐끈 감기(II)

접목 완성

<그림 02-9> 거접/절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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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목 후의 관리
접목이 완료된 후에는 접목된 묘목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차광막(90%)을 설치하여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는 25~30℃, 습도는 70~80%로 유지하는데, 5월부터는 온
도가 35~50℃이상 올라가 고사하기 쉬우므로 양쪽에 통풍이 되도록 열어 놓고 온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그림 02-10 참조). 접목 후 2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비닐과 차광막을 제거하며, 이때 차광막은 흐린 날
에 제거하여 묘목이 햇빛에 점차 적응 하도록 한다.

<그림 02-10> 접목묘 하우스 설치

접목묘에서는 거의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진딧물, 자벌레 등이 발생할 때에는 방제하여 주도록
하고 대목(臺木)에서 맹아가 발생함으로 접수의 새싹이 세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수시로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접목 부위에서 발생하는 맹아는 후에 접목묘와 구분이 어렵게 되므로 철저하게 제거하여 주어
야 한다.
접수로부터 새순이 5~10cm 쯤 자랐을 때 한 개의 눈에서 두 개의 새싹이 발생하거나 두 개의 눈에서 새
싹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충실한 한 개만을 남기고 모두 제거하여 준다. 그리고 새순이 약 20cm쯤 자
란 8월 중ㆍ하순경에는 비대생장으로 인하여 비닐끈을 맨 곳이 잘록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비닐끈을
제거하여 주고 지주를 세워 주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도 접합부위가 완전하지 못하여 흔들리면 접목부위가 벌어지거나 쉽게 부러지므로 대단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접합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다소 느슨하게 끈을 다시 감아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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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목 실패의 주요 요인
- 대목의 활력이 약하거나 대목이 접수보다 생장개시가 늦어져 접수에 수분 및 양분 공급이 늦어질 때
- 접수(Ộ穗)가 앞으로 생장할 눈(芽)이 떨어져 버리거나 상처를 받아 기능을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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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나 대목의 절사면에 요철(凹凸)이 생겨 형성층의 밀착이 되지 않았을 때
- 접수와 대목의 형성층 면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때
- 접목부위를 동여매면서 접수를 움직여 형성층이 서로 어긋났을 때
- 접목 후 접수의 상단부가 건조되어 눈(芽)까지 말라 들어가거나 접수의 상단부 또는 접목 부위에 물이 들어가 부패하
여 접합에 지장을 주었을 때 등

 양접(揚椄)
양접은 대목을 굴취하여 온실이나 노지(露地)의 천막 내 등에서 실시하는 접목법으로 작업이 편하고 능
률은 많이 오르지만 대목을 굴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져 활착이나 생장율은 거접
보다 다소 떨어진다.
모든 작업방법은 거접과 동일하며 단지 접목 후 관리방법이 다르다. 즉 접목이 완료된 묘목은 온도 25℃,
습도 80%가 유지되는 온실 내에 열식(列植)으로 가식하면 약 30일쯤 후에는 새 순이 트기 시작하는데 이
때에 싹이 트는 묘목만을 선별하여 포지나 온실 또는 화분에 이식한다. 포지에 직접 이식할 때에는 착근
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 피해가 우려되므로 비음망을 설치하고 관수를 잘 해주어야 하는 등
집약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접목묘도 실생묘에서처럼 늦생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부 이북지방
에서는 월동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02-11> 무궁화 양접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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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접(錄枝椄)
녹지접은 생육 중에 있는 접수와 대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물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수피와 형성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접수와 대목을 조제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접목 후 여름철 무더위에 시들지 않도
록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다. 녹지접의 방법은 절접법과 같
지만 접목시기가 8월 초ㆍ중순이며 전년 또는 당년에 생장한 밑나무에 당년에 생장한 반숙지의 접수를 이용하
는 것이 다르다. 또한 녹지접은 여름철 무더위에 실행하는 것이니만큼 습도와 온도조절을 위한 비음망 등을 설
치하여 활착할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3) 아접(芽椄)
아접은 당년에 자란 가지에 형성된 눈을 따서 접을 붙이는 방법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대목양성 기
간이 짧으며 활착률도 좋지만 무궁화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부득이 여름에 접
목을 실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아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아접에는 T자형접, 역T자형접, 십자아접, 구
형아접(鉤形芽Ộ), 방형아접(方形芽Ộ), 감아접(嵌芽Ộ), 관아접(管芽Ộ)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많
이 이용되는 방법은 T자 접목과 역T자 접목이다. 이들은 눈의 채취방법과 대목의 활열 방법이 역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 외에 다른 점은 모두 동일하다.

 접목 시기
당년에 자란 줄기의 성숙도가 반숙(半熟)되었을 때인 8월 초ㆍ중순에 시행한다.

 접눈 준비
접눈은 당년에 생장한 가지에서 충실한 눈을 선정하여 먼저 잎을 제거한 뒤, 눈의 1~1.5cm 하단에 칼을
대고 목질부가 약간 붙은 상태가 되도록 엄지손가락으로 칼을 밀어 자른 후 눈의 0.5cm 상단에서 횡으로
가로질러 눈을 채취하고 붙어 있는 목질부를 떼어낸다. 역T자접의 경우는 반대로 실시한다.

 대목 준비
대목은 전년생 또는 당년생 가지(당년 파종묘 포함)를 이용하며, 접목 부위는 대목의 상단부를 자르지 않
고 서있는 상태에서 밋밋하고 작업이 편리한 부분을 선택하여 예리한 칼로 T자형으로 선을 그은 다음 수
피를 분리시키면 된다. 역T자접의 경우 반대로 실시한다.

 접목 및 관리
대목에서 수피를 분리시킨 부분에 채취한 눈을 삽입한 후, 눈만을 남기고 접목용 비닐 끈으로 감는다. 이
때 너무 헐겁거나 조직이 상할 만큼 힘을 주어 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절개 부분으로 빗물 등이 스며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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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접은 접합부위가 넓기 때문에 대체로 활착률이 좋은데, 잘된 것은 접목 후 10여 일이 지나면 잎자루가
마르지 않고 약간 황색을 띈 채 이층(離層)이 발달하여 깨끗이 떨어지지만 실패한 것은 말라붙은 상태로
있다. 접목이 일단 성공되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접목 부위 상단을 잘라 주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접목
접합부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접목끈을 풀어 주는데, 접눈(接芽)이 생장함에 따라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
거나 적은 충격에도 접합부위가 약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를 세워 보호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상)

1cm

1cm

1~1.5cm
<정면>

<측면>
(하)

<정면>

<측면>

a

b

c

d

e

a. 접아를 절취하는 요령 b. 방패모양의 접아 c. 대목에 T자형 절상을 넣은 모습 d. 접아를 삽입한 모습 e. 아접이 끝난 모습

<그림 02-12> 아접 모식도

<그림 02-13> 무궁화 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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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번식

부위에 동해(凍害)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월동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듬해 봄에는

라. 공중 취목에 의한 번식
기타 무성번식의 한 방법으로 공중 취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휴면기인 겨울철을 제외하면 연중 활용이 가능
하며 발근율도 좋으나 대량번식이 어렵고 작업이 불편하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다.
공중 취목법으로 번식하려면 먼저 줄기나 가지에 0.5~1.0cm 폭으로 환상박피(環狀剝皮)를 한 후 젖은 이끼로
싸주고 그 위에 비닐로 감아준다. 그리고 건조하지 않도록 수시로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관주(灌注)를 한다.
발근이 된 것은 이끼 밖으로 뿌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 박피 부위의 하단부를 절단하고 상단부에는 2~3개의
눈을 남긴 후 적당한 부위에서 잘라 옮겨 심는다. 이때 새로 난 뿌리는 매우 연약하므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
하여야 하며, 10월 이후 늦게 옮겨 심었을 경우에는 동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대비하여야 한다.

가지 환상박피

이끼로 감쌈

비닐로 잘 싸줌

완성된 취목

발근된 모양

발근 부위

<그림 02-14> 공중취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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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묘목 생산
가. 이 식
증식된 묘목은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지에서 기르며 원하는 수형(樹形)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묘로 육성
하여 정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지의 선정 및 상(床) 만들기 등은 파종상과 같으나 파종상처럼 정교하게 만
들지 않아도 좋다.
여 일주일 전부터 직사광선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온화한 곳에서 묘목을 순화시킨 후 이식하도록 한다. 적
정 본수는 ㎡당 25~50본 내외가 되도록 하나, 가로수용 묘목의 경우 대개 3년 이상 거치하게 되므로 열간격

1.5m, 묘간격 0.5m로 열식한다.
묘목을 이식할 때에는 1~2년간 포지에 거치할 것에 대비, 구덩이 크기나 밑거름의 양을 가급적 정식(定植)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는데, 묘목의 뿌리를 길이 15cm 내외로 자르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낸 후 뿌리가 구부
러지거나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뿌리를 펴서 심은 뒤 묘목이 쓰러지지 않도
록 지주를 세워주는 것이 좋다. 한편, 이식 2~3년차에는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무,
가지가 가늘게 길어지고 늘어져 수형이 좋지 않은 나무, 전정된 줄기의 상처부위가 심하게 나타나는 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솎아준다.

<그림 03-1> 1년생 삽목묘 포지 이식

나. 수형유도
묘목의 용도에 따라 지하고의 높이를 조절하되, 일반적으로는 0.5~1.5m 정도, 가로수용의 경우 지상 2m 내외
까지 외줄기로 유도한 후 3~5개 가지를 팔방으로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년째부터 중복지, 밀생지
또는 도장지 및 기타 불필요한 가지에 대한 솎음전정을 실시하여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여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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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1년생 묘목은 굴취 후 바로 이식하여도 큰 무리가 없으나, 온실에서 양묘한 경우에는 비음시설을 설치하

세력 및 수형을 고려하여 전지전정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수시로 어린순을 전정가위로 밋밋하게 제거하여 측
지의 발달을 막도록 한다.

다. 거름주기 및 병충해 방제
매년 생육이 시작되기 전 이른 봄에 유기질비료와 복합비료를 시비하도록 하되 토양조건을 고려하여 양을 정
한다. 묘목이 어릴 때는 늦생장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웃거름을 주지 않거나, 늦어도 7월 하순 이전에
완료하여 동해(凍害)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병충해 관리 등은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진딧물,
자벌레 등의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방제를 하여준다.

라. 묘목 굴취 및 관리
무궁화는 유시에 내한성이 약하여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동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동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잎이 완전히 떨어진 후인 11월 중ㆍ하순경에 굴취하여 다음 해 봄까지 움매장(또는 움가식)을 하거
나 바람이 없고 양지바른 곳에 가식(假植 : 임시심기)하였다가 심는 것이 좋으며,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겨울
동안 거치(据置)해 두었다가 옮겨심기 직전에 굴취하여 심는 것이 좋다(그림 02-4 참조).
무궁화는 잔뿌리 발생이 적기 때문에 묘목의 굴취나 식재시 뿌리 분(盆)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큰 나무를 이식할 경우 식재 전년도 봄에 직경 30cm 내외로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의 발육을 촉진시킨
후 분 뜨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굴취 후에는 마르지 않도록 가급적 바로 식재하며, 햇볕에 노출되어 지나치
게 건조해 지거나 가식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활착 및 수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림 03-2> 큰나무 이식을 위한 분뜨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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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식재
가. 적지 선정
무궁화는 깊은 계곡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주로 북위 40°
이남, 해발 500m 이하 지역에서 자란다. 토양은 중성 또는 약알카리성인 사질양토로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이
좋으며, 적당히 습하되 물 빠짐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또한 햇볕이 잘 들고 바람받이가 아닌 곳이 적당하다.
가로수로 심을 때는 갓길이 없거나 보도의 외곽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변, 자동차 통과로 인한 바람의 영
향권을 벗어난 중앙분리대, 산책로 및 관광지 내 도로변 등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식재 시기
1) 춘식(春植 : 봄에 심기)
이른 봄에 얼었던 땅이 풀리는 즉시 심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눈이 트기 전까지는 심어야 하므로 남부 지방에
경우는 생장 중에 있는 묘목을 식재하여도 활착은 가능하지만 생장 및 수형에 크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기
에 맞추어 심는 것이 좋으며 분묘(盆苗)로 육성된 묘목은 적기와 관계없이 식재가 가능하다.

2) 추식(秋植 : 가을에 심기)
가을에 낙엽이 진 후 묘목을 굴취하여 바로 심는 방법으로 11월 초ㆍ중순경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가을에 심으면 뿌리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
므로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 배식법(配植法)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심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식재 배열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육특
성을 잘 알고 심는 것이 중요하다. 무궁화는 맹아력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경관 조성 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생울타리용으로 식재할 것인가 아니면 정원수 또는 가로수용으로 식재할 것인가에 따라 수
형 전체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꽃을 주목적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식재 방법 및 향후 관리 등
이 달라져야 한다.

1) 단목(單木)으로 심기
한 나무씩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하는 것을 말하며 꽃을 목적으로 식재할 때 가장 좋은 배식법이다. 심을 장
소에 따라 독립수나 열식으로 식재하며, 용도에 맞는 식재거리 확보 및 적절한 수형관리가 필요하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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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 중부 지방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어린 묘의

 독립수로 심기
정원 또는 국기게양대 옆 등에 단목으로 심는 방법으로 수형을 가꾸고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04-1> 독립수로 식재(정부대전청사)

 열식(列植)으로 심기
가로수 또는 정원의 주위 등에 식재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 간격이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은행나무나 회화나무 등과 같이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의 경
우 일반 가로수 보다는 다소 좁은 간격으로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작은 나무라고 해
서 다른 가로수 밑에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04-2> 경기 수원, 수령 10~15년, 수고 2~3m의 무궁화 가로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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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으로 심기
꽃동산을 조성하거나 생울타리를 조성할 때 주로 집단식재를 하게 되는데 군상(群像)으로 심는 방법과 열식으
로 심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벽(樹壁) 조성을 목적
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여 이용목적에 맞게 수형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꽃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추후 솎아주기 할 것을 고려하여 나무가 서로 닿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고 배치하여야 하나 수벽 조성을 목
적으로 할 때에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식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 목적에 따른 품종의 선택도 대단히 중요하
다. 집단으로 심을 때 배열은 ‘ㄷ’자형, 반원형, ‘S’자형 등 지형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군상으로 심기
도로변 유휴지에 식재하거나 꽃동산 등을 조성할 때 주로 쓰이는 식재배열 방법이다. 물론 3~5본씩 소규
모로 모아서 식재할 수도 있고 대단위로 모아서 식재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화려한 꽃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충분한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하여 주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품종을 혼식하거나
여러 가지 모형으로 식재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그림 04-4, 04-5).

우리나라에서 집단으로 심을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1
열로 심거나 2열을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심는 것이 보통이나 3열 이상을 밀식하여 생울타리로 조성하
는 경우도 있다.

<그림 04-3> 생울타리형 식재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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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식(列植)으로 심기

<그림 04-4> 무궁화 꽃동산 설계(강원 홍천)

<그림 04-5> 무궁화 꽃동산 조성(전북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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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재 요령
1) 구덩이 파기
무궁화는 다비성(多肥性) 수종일 뿐 아니라 유시에 속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식재 시 밑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40cm×50cm 정도로 크게 파는 것이 좋지만, 생울타리 조성을 목적으로 밀식할 때에는

30cm 너비로 연속하여 파는 것이 좋다. 구덩이를 팔 때에는 먼저 지표면의 지피물(地被物)을 한쪽으로 벗겨낸
후 겉흙과 속흙을 따로 파서 모아놓고 돌, 낙엽, 나무뿌리 등 각종 이물질을 가려낸다. 또한 식재일보다 너무 일
찍 구덩이를 파놓으면 흙이 굳고 건조하여 식재에 불편할 뿐 아니라 식재 후 뿌리 활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식재 간격
가로수 및 꽃길 조성 시에는 5~10m, 정원 주변 및 산책로 등에 열식으로 식재할 때는 3~5m 간격으로 식재하
며, 3~5본씩 소규모 집단식재를 할 때는 묘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여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

3) 식재 방법
먼저 구덩이의 바닥을 고른 후 퇴비 3kg 또는 이에 상당하는 유기질비료와 50~100g 정도의 복합비료를 넣은
다음, 그 위에 부드럽고 거름기 있는 겉흙으로 구덩이의 반 정도를 메운다. 다음으로 무궁화 묘목을 곧게 세우
고 뿌리를 접히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사방으로 충분히 펴준 다음, 나머지 겉흙과 속흙으로 구덩이의 80% 정도
를 채워 뿌리와 흙 사이에 공극(空隙)이 생기지 않고 밀착되도록 1차로 밟아준 후 나머지 흙은 모두 넣고 단단
히 밟아준다. 이때 흙이 부족하여 식재목 주위가 지면보다 낮을 때에는 물이 고일 염려가 있으므로 주위의 흙으
로 지면보다 약간 높게 복토를 하여 준다. 특히 식재 후 구덩이 흙이 약 5~10cm정도 가라앉는 경우가 생기므
로, 이를 감안하여 다소 높게 심는다. 건조지역이나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다소 깊게 심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
서는 단(壇)을 쌓듯 흙을 쌓아올려 높게 심는 것이 좋다. 수분을 좋아하는 수종이라 해도 수분이 정체된 토양은
산소 공급이 불량하여 생장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입자 사이로 통풍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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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울타리를 조성할 때는 30~50cm 간격으로 밀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식재 후 관리
1) 물주기
식재 장소가 너무 건조하거나 건조한 시기에 식재하였을 때에는 식재완료 후 충분한 물을 주어야 한다. 물을 줄
때는 식재목에서 20cm 이상 거리를 두고 주위를 둥글게 판 후 물을 충분히 주고 물이 스며든 후에는 흙과 낙엽
등으로 덮어 가급적 증발을 억제토록 한다.

2) 가지 자르기
무궁화 식재 후 가지자르기는 필수이다. 무궁화는 자랄수록 정아(頂芽) 약세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재 후
수형조절 없이 그대로 둔 경우 수형이 반원형 또는 반타원형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현상은 대개 3년
생 이후부터 수령이 높아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무궁화의 생리적 특성을 모르고 흔히 ‘소중한 나무’,
‘기념식수한 나무’ 라는 이유로 가지 또는 잎 하나 건드리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그러한 나무일수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 후 전지전정이 필요하다.
무궁화는 가지의 발달이 대단히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를 자른 후 2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수
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새가지가 자라므로, 옮겨 심었을 때에는 반드시 가지 솎아주기 및 자르기를 하여 뿌리
와 지상부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

3) 지주(支柱) 세우기
묘고가 1.5m 이상으로 크고 수관이 발달하여 바람으로 인한 흔들림이 우려될 때에는 뿌리가 발육하여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주대를 설치하여 보호하여 주는 것이 좋다.

4) 맹아 제거
지하고(枝下高) 이하의 주간(主幹)에서 발생하는 모든 맹아지(萌芽枝)는 상처 부위가 커지기 전에 수시 제거하
여 영양 손실도 줄이고 역지(力枝)의 생장을 촉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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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름 주기
무궁화는 다비성 식물로 상당한 비옥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과 수령 및 토양의 비옥도 등을 고려하
여 매년 유기질비료 또는 복합비료를 주도록 한다. 거름을 주는 위치는 일반적으로 세근(細根; 흡수근)이 잘 발
달한 측지의 끝자락 수직 하단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그림 05-1). 일반적으로 꽃이 많이 피어 영양 손실
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충분히 보충하여 주어야 하나, 과도한 거름을 줄 경우 도장(徒長; 웃자람)이나 늦자람
을 유도하여 수형이 늘어지거나 동해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거름의 분해속도는 거름의 종류(성분), 기상, 토양, 조건, 계절 등에 따라 다르나 유기물이나 미숙퇴비의 경우
대체로 분해가 늦으므로 생육기에 흡수, 이용되게 하려면 가을이나 이른 봄에 사용해야 하는 반면, 화학비료는
용해가 빨라 필요할 때 수시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름 주는 시기는 낙엽이 진 후인 11월부터 4월까지가
좋으며, 보통 해빙 직후인 3월부터 4월 사이에 주게 되는데, 수세의 상태에 따라 생육기간 중 보충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7월 이후의 시비는 늦자람을 유도하여 월동시 동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05 시비 및 전정

(1)

(2)

(1)

(2)

(1)

<그림 05-1> 비료 주는 위치에 따른 효과((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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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지 자르기
무궁화는 일반적으로 전정을 하지 않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마구 자르며 가꾸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정원수로
가꾸기 위해서는 취향에 맞추어 가지자르기 및 솎아주기를 하여 원하는 수형으로 유도하는 것이 관상적으로
바람직하다.

1) 전정의 효과
가) 취향에 맞는 수형으로 만들 수 있다
무궁화는 가지와 눈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전정을 통하여 취향에 맞는 수형으로 가꿀 수 있다.

나) 수세를 향상시켜 노화를 방지한다
무궁화는 눈의 발달이 잘 되기 때문에 적당한 정지전정을 하지 않으면 가지가 무성하게 발생하여 영양결핍
과 노령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내한성이 약하여 월동 중 주간이 동해를 심하게 받으면
아주 작은 가지가 총생(叢生)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발달하여 빗자루 형태로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밀생된
가지를 솎아주며 전정과 거름주기를 실시하여 수세를 향상시켜야 한다.

다) 주간(主幹)의 수고 및 비대생장(肥大生長)을 촉진시킨다
주간이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곁가지가 발달하게 되면 영양이 분산되어 수고 및 비대생장이 되지 못하므
로, 정지전정을 통하여 주간을 외대 또는 2~3가지로 유도하여야 생장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 개화기간을 연장시키며, 크고 탐스러운 꽃을 피게 한다
무궁화는 생리적 특성상 새순이 자라면서 꽃눈을 형성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지자르기를 실시하여 수세
를 향상시켜 주면 생육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꽃피는 기간도 연장되고 개화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충실
하고 탐스러운 꽃을 피울 수가 있다.

마)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된다
가지와 눈은 목화진딧물을 비롯한 깍지벌레류가 월동하는 장소이므로 휴면기 전정을 실시하여 주면 이듬
해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된다.

2) 전정 시기
무궁화의 정지전정은 원칙적으로 사계절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꽃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수형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개화기 조절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 시행 시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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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면기 전정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 실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휴면기(休眠期)인 11월 중순부터 익
년 4월 초순까지 할 수 있으나 늦가을에 실시하면 월동 중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통은 3~4월에 접
½ 삽수 채취를 겸하여 실시한다.

나) 생육기 전정
이 방법은 개화시기를 조절하거나 꽃을 목적으로 한 재배가 아닌 울타리의 수벽(樹壁) 등으로 수형을 유도
할 때 실시하는 방법이다. 생육기간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으나 8월 중순 이후에 실시하면 후기 생장을 유도
하여 월동 중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전정 방법
전정방법은 강(强)전정, 중(中)전정, 약(弱)전정, 순 집어주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전정, 약전정은 개
화기 조절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휴면기에 실시하게 되므로 휴면기 전정에 속하고 순 집어주기는 생
육기 전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강전정
보통 2년생 이상의 가지를 자르는 전정을 말하며, 이 방법은 10년생 이상의 나무에서 3~5년마다 한번씩 실
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매년 거의 같은 부위를 자르거나 10~15cm를 남기고 전정을 실시하면 가지가
총생(叢生)되어 가늘고 길어지며 마치 까치집처럼 되기 때문에, 2~3년마다 한번씩 그간에 잔존시켜 왔던
줄 필요가 있다. 그 후 다시 전년생 가지를 잘라주는 중전정을 하면 세력은 물론 보기도 좋아진다. 이때 주
의해야 할 사항은 3년생 이상의 가지를 자른 부위에는 반드시 ‘발코트’를 처리하여 부후균(腐朽菌)의 침입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나) 중전정
전년생 가지를 10~15cm(보통 눈을 3~5개 남김)를 남기고 자르는 정도이며, 이 때에도 밀생된 가지와 불필요
한 가지는 완전히 제거하여 충분한 생육공간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 방법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해 준다.

다) 약전정
전년생 가지의 1/2 이하를 잘라 주거나 고사지(枯死枝)를 제거해 주는 정도이며, 이 방법은 주로 유시에 또
는 수형을 만들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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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비 및 전정

3~5년생의 가지까지 강하게 전정하고 추후 충분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지솎음질까지 하여 정리해

<그림 05-2> 무궁화 가로수 휴면기 전정

라) 순따기
생육기에 수형을 만들기 위하여 섬세하게 가지를 배치하려 할 때 또는 불필요한 가지를 조절하려 할 때 실
시하는 방법이다. 즉 특수하게 어떤 형태의 작품을 만들거나 늦생장으로 인한 영양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
여 초두부(梢頭部)의 개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잘라주는 것 등을 말한다.

마) 기타 생육기 전정
특수한 목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맞추어 개화기를 조절할 때에 하는 전정으로 무궁화는 보통 30℃ 내외의
온도와 16시간 내외의 일장(日長)하에서는 꽃눈이 형성된 후 개화할 때까지 약 60일이 소요되므로 개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전정을 실시하여 신초생장을 유도해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
중 실행이 가능하나 온도와 일장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과 환경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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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 시 주로 제거되어야 할 가지
 도장지 : 식물 생장에 있어 가로방향 생장 보다 길이방향 생장이 우세한 가지를 말한다. 도장지는 약광, 다습, 질소과다
등의 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지로 세력이 왕성하다. 이들은 주지, 부주지중 기부가 큰 가지의 잠아로부터 발생하여
최대로 신장한 가지로서 꽃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장초기에 제거하는 것이 불필요한 양분소모를 막고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효과적이다.

 역 지 : 나무 고유의 성질에 맞지 않게 수관 안쪽으로 향하여 자라난 가지를 말하며, 제거하는 것이 채광 및 수광에 좋다.
 수하지 : 똑바로 아래로 향해서 처진 수하지를 제거한다.
 직립지 : 수세가 강하여 가지가 위로 향하는 가지로 역시 제거해야 한다.

수세가 강한 직립지의 제거
(A, B, C)
연약하게 늘어진
가지의 제거
(D, E, F, G)
<하지와 직립지>

05 시비 및 전정

<도장지 발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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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조경수로 심고 가꾸기
무궁화는 다양한 품종에 따라 생육형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그 특성을 알고 식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로수
용은 직립 고성 계통, 화분용은 왜성 계통 등으로 선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또한 전술한 대로 무궁화는 가지
자르기를 실시하여 원하는 수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용도에 따라 줄기의 밑부분을 잘라내어 교목형으로 유도
할 수 있으며, 윗부분을 잘라내어 왜성형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가. 가로수로 기르기
1) 기본 원리
지금까지 원하는 무궁화 품종을 번식시키는 데는 주로 삽목법이 이용되었으나, 삽목법을 통해 생산된 묘목은
천근성으로 수세가 약하며 동해나 건조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고품질 묘목 생산을 위해서는 실생묘를 대목으
로 하고 원하는 품종을 접목(고접)하여 증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가로수 무궁화 생산을 위한 대목 재배
및 접목에 의한 번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파종 및 비닐하우스 이식

 2월경 25℃ 전후의 온실에서 종자를 포트에 파종한다.
 발아된 후 본엽이 나온 무궁화 실생묘를 이중터널을 설치한 비닐하우스 내 묘상에 이식하고 건조하지 않
도록 자주 관수한다.

 무궁화 실생 대목이 활착한 후 묘고가 30cm 정도로 자라는 4월 하순경 비닐하우스 내 이중터널을 제거한다.
 1년생 실생묘를 30~60cm 간격으로 솎아내어 거리를 확보한 후 당년에 수고를 1.8~2m 정도로 키운다.

1.5~2.0m
30~60cm

2월경
종자파종

4월
정식

5~6월

7~8월
수고 1.5~2.0m

<그림 06-1> 가로수 무궁화 실생대목 기르기

46

나) 접목
접목은 재배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하우스 내 녹지접목 : 파종 당년에 실생대목의 묘고를 0.6~1m로 키운 후 7월경 녹지접목 실시
 하우스 내 고접 : 파종 이듬해 3월경 하우스 내에서 2년생 실생대목에 휴면지접목 실시
 실생대목(1년생) 굴취 후 접목 : 파종 당년 12월에 1년생 실생대목을 굴취하여 비닐 하우스에 가식 후
이듬해 2~3월 하우스 내에서 휴면지접목 실시
 실생대목(2년생) 이식 후 야외 포장에서 접목 : 이듬해 봄 2년생 실생 대목의 뿌리분을 근원 직경의 5
배 이상으로 떠서 야외포장에 3m 간격으로 이식 후 4월경 휴면지접목 실시
이와 같이 만들어진 묘목을 포지에 3m 간격으로 식재, 또는 60cm 간격으로 밀식한 뒤, 흉고직경 5~6cm
이상, 지하고 2m, 수고 3~4m까지 생장시킨다.

다) 가로수 수형유도
가로수 재배시 수형은 기본적으로 그림 06-3과 같이 주간형(主幹形; central leader type)이 되도록 한다. 균
형 잡힌 주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정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주간은 수세가 강하게 보존되며 수직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 자라는 주간의 1/4정도 선단부를 절단하고, 주간과 경쟁하는 가지는 완
전히 제거하거나 절단ㆍ유인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이때 주간의 수세를 죽이거나 구부러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간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한편 첨단부의 생장 역시 조절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수세가 강해
서 웃자라거나 나무의 하측을 그늘지게 해서는 안 된다.

※ 지하고를 높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

아트론 커버

1.5m

06 조경수로 심고 가꾸기

지주
철사(#10)

2.0m

1.0m

<맹아 발생 방지>

<밀식 재배>

주간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기 위해 비닐 아트론 커

그림과 같이 밀식 재배(60cm 간격)를 통해 지하고를 높이는데, 쓰러지지

버나 발을 그림과 같이 씌운다

않도록 서로 붙들어 매준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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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고별 가로수 수형유도 방법
가) 지하고가 높은형(1.5~2.0m)으로 유도하기
 1년생 때부터 순따주기 및 가지제거를 실시하여 수고생장을 촉진시키고
주간(主幹)을 외줄기로 유도한다.
 수관이 동그랗게 퍼지도록 먼저 1차가지 3~5개를 팔방으로 퍼지게 하
며, 이어 순차적으로 1차가지의 30~40cm 상단 부위에서 다시 2~3개의
2차가지를 유도하고, 2차가지의 20~30cm 상단 부위에서 다시 2~3개의
3차가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지 수를 늘려가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
은 수형을 만든다.

30~40cm

1차가지

 가지가 지나치게 밀생되면 통풍을 위해 소량의 가지를 제거하여 수관상

20~30cm
2m

2차가지

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지하고가 높은 형으로 유도하면 가로수, 정원수 등 독립수로 이용하기
적당하다.

<지하고 높은형>

나) 지하고를 중간형(0.5~1.2m)으로 유도하기

 위에 기술한 높은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형을 유도하되 지하고를
0.5~1.2m 정도로 한다.
 지하고가 중간형인 묘목은 산책로 조성이나 도로의 중앙분리대 식재용
가로수로 이용하면 좋다.

1차가지
30~40cm

2차가지
30cm 내외
0.5~1.2m

<지하고 중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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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1.0~1.5m, 수령 5년생

지하고 2m, 수령 5년생

맹아지 발생 억제(아트론 커버)

06 조경수로 심고 가꾸기

<그림 06-2> 가로수 무궁화 재배

직간으로 유도(백단심)

<그림 06-3> 가로수로 식재된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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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수 식재 후 수형유도
가) 전정
 식재 후 2년째 하기전정(여름 전정) :
가로수 식재 2년째 7월초쯤 신초가 약 15cm 정도 길었을 때 시행

주간에 경쟁하는
유인대

F 가지제거
E

유인대

C

하며 주간과 경쟁하는 가지들을 점선과 같이 제거한다. 그러나 적
당한 위치에 발생하였고 넓은 분지각도를 가진 E, F, G, H와 같은

G
H

B

D

A

가지들은 남겨둔다. 그러나 A, B, C, D에서 나온 수세가 강한 가지
들은 적심하며, 과도한 수세를 가진 가지는 완전히 제거한다. 혹 대
목에서 발생한 가지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제거한다.
무궁화는 7월에 이러한 전지 작업을 시행하고 1개월 정도 후면 다
시 맹아에 눈이 터 신초가 발생하기 때문에 8월초에 다시 2차 하기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B, C에 보다 좋은 위치의 가지를 형성하
기 위하여 유인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유인은 원하는 바에 따라
서 다음 휴면기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가로수 식재 후 2년째 하기전정>

 식재 후 2년째 동기전정(겨울 전정)
주간은 적어도 1/4까지 끝을 절단하여야 하며, 위치가 고정되었다면

주간

G

B, C 가지에서 유인대를 옮겨 F, G를 유인하는데 이용한다.
G가지의 끝은 F가지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절단하되, 분지각도를
고려하여 바깥눈 쪽에서 절단하며, 그림에서 C가지 끝의 연장지의

F
H

C
D

E
B
A

선단을 절단하면 D가지의 연장지와 보다 잘 조화롭게 된다. 또한 A,

B, C, D가지에서 직립지를 제거하며, B, C가지에서 과도하게 수세
가 강한 가지들도 제거한다.
특히 대목에서 발생한 가지는 모두 제거하되, ○표로 표시된 연약한
발육지들은 꽃눈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선단부 생육을 거의 하지 않
으므로 그대로 둔다.

<가로수 식재후 2년째 동기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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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 후 3년째 이후의 전정
제 1주지 아래에서 발생한 가지는 모두 제거하는데, 7월초에 한 번

주간

굵은 가지를 쳐내도 곳곳에 잔가지가 뭉쳐 일광 투사와 통풍이 방해

F

G

제거한 뒤 가지가 2차 생장하는 8월초에 다시 한 번 잘라준다. 이때
C

H

E

B
A

D

되는 경우 가지를 기부로부터 완전히 솎아낸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하며, 같은 방향과 각도로 아래위 두개
의 가지가 나란히 자라난 평행지의 경우 기부를 쳐서 하나만을 남기
거나 또는 어느 하나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 보기 좋다. 또한 수형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하며, 대생지, 윤생지, 수관 안쪽
으로 향하여 자라난 역지와 똑바로 아래로 향해서 처진 수하지 등은
제거한다.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 방향으로 돌출한 가지는 제거한다. 가지 제
거 시에는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년

3년

06 조경수로 심고 가꾸기

식재후 1년

<가로수 식재 2년 후 전정한 모습>

4년 이후

<그림 06-4> 가로수 무궁화 수형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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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6-5> 이탈리아 로마, 수령 15년, 수고 5m의 무궁화 가로수

<그림 06-6> 그리스 테사로니카, 수령 약30년, 수고 7m의 무궁화 가로수

4) 가로수 식재 장소별 수형 관리
가) 자연형
 도로변 공터나 고속도로 IC 주변 등 넓고 개방된 곳에 식재 시 적용한다.
 무궁화가 본래 가지고 있는 수형을 최대한 이용한다.
 매년 중복지, 밀생지, 도장지 등 불필요한 가지 위주로 솎음전정을 실시하여 수관 내부까지 통풍과 광선 투
과가 잘 되도록 한다.

 3~5년 주기로 다소 강한 내부 가지 전정을 실시하여 수관폭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아름다운
수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자(整姿; trimming)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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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형

전경
<그림 06-7> 가로수(자연형)의 목표수형 및 사진

나) 준자연형

 자동차 도로, 인도변에 식재시 적용하며, 중앙분리대 식재에도 적용 가능하다.
 매년 3월 중하순 경 전년도에 새로 나온 가지를 전정하되, 하향지, 교차지, 도장지, 고사지, 밀생지 등을 제
거하고 가지발달과 꽃눈 발생을 촉진하도록 전정한다.

목표수형

06 조경수로 심고 가꾸기

 불필요한 신초지나 부정아, 근원부 맹아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3~5년을 반복으로 축소전정을 실시하여 수관폭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전경
<그림 06-8> 가로수(준자연형)의 목표수형 및 사진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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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대칭형

 도로변에 간판가림, 일조권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또는 수관이 낮아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경우 시행한다.
 무궁화는 전정에 강하고 맹아력이 왕성하므로, 3월 중하순에 경관을 고려하여 가로주변 통행에 불편이 없도
록 보도쪽 가지에 절간목 전정을 시행하는데, 전년도 발생한 가지의 눈은 2~3개만 남겨놓고 짧게 자른다.

 절간목 전정후 신초지의 발생정도를 보아 상향지, 하향지, 복잡한 가지 등은 제거하고 평행지 2~3개만 남
긴다.

 짧게 발생된 가지는 매년 반복하여 전정하고 4~5년을 주기로 가지의 일부를 솎음 전정하여 채광과 통풍이
좋게 하고 일정한 수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차도쪽으로 생장하는 불필요한 가지도 전정한다.
건축 또는 옹벽
건축
또는
옹벽선

목표수형

평면도

보도

경
계
석

차도

평면도

<그림 06-9> 가로수(비대칭형)의 목표수형

5) 가로수 무궁화 관리
가) 가지솎기
 전정 후에도 부분적으로 잔가지가 뭉쳐 햇볕의 투사와 통풍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가지솎기를 통해 가지 수
를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부분적으로 가지의 길이를 줄여도 무방하다.

 생육에 장애가 되는 죽은 가지, 묵은 잎, 병든 가지, 밀생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과 광합성을 원활하게 함으
로서 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나) 시비

 무궁화는 토질이 좋고 토심이 깊고 보수력과 보비력이 좋은 땅에서도 1년에 기비는 꼭 주며 추비도 년 2회
이상 주어야 한다.

 휴면기인 가을 또는 이른 봄에 밑거름을 주는 것은 여름 개화에 큰 도움이 된다. 성목의 경우 본당 동률의
복합비료 150~200g에 퇴비를 세 삽 정도 섞어 같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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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거름으로는 복합비료를 본당 20~30g씩 6월과 7월에 나눠주며, 중부 이북에서는 8월 이후 추비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다) 지주목 설치

 가로수 무궁화 식재 후에는 지주목을 설치하여 지상부가 바람에 흔들려 뿌리발육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뿌리발육이 양호해 질 때까지 식재 후 최소 약 2~3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주목의 설치는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고생장에 도움을 주고, 지상부 생육에 있어 흉고
직경생장을 비교적 작게 하는 동시에 상부의 지지된 부분의 생육을 증진시키며, 수간의 굵기가 균일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동해 방지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동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듬해 봄 고사(枯死) 피해를 막고 이상적
인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지대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10월 말~11월 중순 낙엽이나 왕겨, 짚 등을 이용, 지상부를 20~30cm 덮어 뿌리가 얼지 않도록 하며, 도로
변에서 치워진 눈을 가로수 밑에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수간부 동해 방지 및 해충 포집을 위해 흉고직경 위치에 살균된 짚을 이용하여 빙 둘러싸 주는 것도 좋으
며, 이 경우 봄에 해충들이 동면에서 깨어나기 전에 수거해 태워버리도록 한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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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6-10> 가로수 무궁화 지주목(외대) 설치

나. 분재½분화 만들기
1) 분재ㆍ분화 소재로서 무궁화의 장점
가) 품종이 다양하여 취미에 맞게 선택하여 가꿀 수 있다.
나) 접목이 잘되고 가지휘기가 쉽다.
다) 꽃이 드문 여름철 꽃피는 기간이 길고 아름답다.
라) 이식이 쉬워 사계절 분갈이를 할 수 있다.
마) 절단에 잘 견디고 발근력, 유착력이 좋다.

2) 품종 및 개체 선택
개화량이 많고 개화기간은 가급적 긴 것이 좋으며, 실내 재배 시에는 내음성이 강하고 조기 낙엽이나 황화(黃
化)가 적은 것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분재 용토
사질양토 내지 양토로 배수력과 보수력, 통기성이 좋은 토양을 선택하며, pH는 약산성이나 중성으로 유지하
고, 밑거름으로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주도록 한다.

4) 수형 유도 및 관리법
원칙적으로는 가로수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형을 유도하되 지하고를 0.2~0.5cm 정도로 낮게 유도한다. 무궁
화는 왜성형이 아닌 경우 1년지가 60~100cm까지 자라 그대로 두면 분화에 적당치 않은 수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른 봄에 전정과 가지고르기를 하여 수형을 밀집형으로 유도하고 개화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다. 보수
와 배수력이 좋은 토양일 경우 하루에 한 번씩 관수하며, 일조량이 많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분을 놓는다. 비료
는 깻묵비료, 골분비료, 짚재 비료를 주며, 철사거리는 일반 분재와 같이 한다.

강하게 뻗은 가지를
짧게 자른다

겹쳐진 가지,
수평으로 뻗은 가지,
안쪽으로 뻗은
가지는 밑부분을
자른다

약하게 뻗은 가지를
길게 자른다

① 3~4년 지나면
꽃이 많이 핀다
② 불필요한 도장
지는 2~3마디
정도 남기고
끝을 자른다
③ 필요하면 가지
밑부터 자른다

<그림 06-11> 분화 전정 및 수형 만들기

56

<그림 06-12> 무궁화 분재, 분화

다. 꽃길½꽃동산 조성
꽃길이나 꽃동산 조성 시에는 설계도에 따라 품종별 색깔을 조화롭게 배치하며, 품종 전시원을 조성할 때는 계
통별, 품종별로 열식 배치한다. 조성 적지는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으로 물 빠짐이
좋은 사질양토의 적습지이며, 부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이 좋다. 식재 간격은
꽃길 조성시에는 3~5m, 꽃동산 조성을 위한 군식시에는 작은 묘목의 경우 1m×1m, 큰 묘목은 2m×2m 정도
로 하며, 전시림 조성시는 2m×2m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지금까지 꽃동산 조성시에는 대개 평지나 경사진 곳이나 일정하게 똑같은 규격으로 식재하였으나, 이보
다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바깥쪽에서부터 묘고가 작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큰나무 순으로 배치하여 중앙

06 조경수로 심고 가꾸기

에는 제일 큰 나무로 식재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림 06-13> 무궁화 품종 전시원(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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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6-14> 경사지에 조성된 무궁화 꽃동산(경기 안산 )

<그림 06-15> 평지에 조성된 무궁화 꽃동산(경기 평택 해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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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병해충 방제
가. 병해
무궁화는 각종 병해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 경미한
피해는 잦은 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1종 이상의 병원균에 의하여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요 병
해는 다음과 같다.

1) 입고병(모잘록병)
가) 병원균 : Pythium debaryanum, Fusarium oxysporium, Rhizoctonia solani, Cylindrocladium
scoparium, etc.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어린 묘의 줄기 및 뿌리에 발생되며 지중부패형(地中腐敗型), 도복형(倒伏型), 수부형
(首腐型), 근부형(根腐型) 등 4가지 형태가 있다.
U 지중부패형 : 종자가 발아되기 전에 병원균의 침입에 의하여 땅속에서 부패
U 도 복 형 : 종자 발아 후 지표 위로 나온 다음 묘의 지제부(地際部) 피해를 받아 잘록해지면서 쓰러짐
U 수 부 형 : 어린 묘의 떡잎 밑 부분이 피해를 받아 잘록해지면서 꺾임
U 근 부 형 : 어린 묘의 뿌리 부분이 피해를 받아 부패 고사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발아 후부터 줄기가 경화되기 전까지인 8월 중순까지 발생하는데, 무궁화의 경우에는
발아 후 본잎이 2~3매가 발생할 때까지가 대단히 위험하며 그 이후 줄기가 다소 경화되면 피해가 심하지 않
다. 병원균은 주로 토양에서 생활하며 과습할 경우 단독 또는 혼합감염으로 병을 유발한다.

라) 방제법 : 종자소독, 환경조절, 시비, 약제살포 등의 방법을 통해 복합적으로 방제한다.
U 종자소독 : 종자를 메루크론 1,000배액에 3~4시간 침지 후 응달에서 건조시킨 다음 파종하거나 캡탄제를
종자 1kg당 30kg씩 혼합하여 파종한다.

U 환경조절 : 윤작(輪作)을 실시하고, 묘상이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와 배수를 철저히 한다.
비 : 인산질비료가 결핍되고 질소질비료가 과다할 때 발병하므로 질소질비료 과다사용을 금지하고

완숙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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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

U 토양소독 : 피해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포지는 경운한 후 P.C.N.B 20%분제를 300평당 10~30kg 산포
하거나 다찌가렌 1,000배액을 m²당 3~4리터 가량 관주(灌注) 후 파종한다.

U 약제산포 : 다찌가렌이나 다코닐 1,000배액 또는 벤베이트 2,000배액을 묘가 지상부에 나온 후부터 2주
간격으로 6~7월까지 살포한다.

2) 잎무늬병
가) 병원균 : Alternaria tenuis, Septoria spp., Cercospora hibisci, Phyllosticta hibiscina, etc.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잎에 검은 반점이 원형 또는 부정형으로 발생한다.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여름 고온 다습기(多濕期)에 발생한다.
라) 방제법 : 병든 잎은 제거하여 소각하고, 다이센 M45 600배액 또는 디포라탄 800배액 살포하거나 기타 톱
신엠, 만코지수화제, 지오판수화제, 다코닐, 안트리콜 등을 살포한다.

3) 세균성 잎무늬병
가) 병원균 : Pseudomonas hibisci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잎에 원형 또는 부정형의 흑색반점이 생기고 엽맥에는 다각형의 반점이 생기며 심하
면 잎 전체가 흑색으로 변하여 떨어진다.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5~7월의 고온에 발생한다.
라) 방제법 : 기주식물인 닥풀을 제거, 소각하고 3.5~4두식 보르도액, 동수화제 400배 또는 캐프탄수화제 500배
액을 살포한다.

4) 잎마름병
가) 병원균 : Pellicularia filamentosa, Pellicularia rolfsii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주로 어린 묘 줄기의 지제부(地祭部; 땅 표면과 줄기가 닿는 곳)가 백색 명주실 균사
로 뒤덮이고 짙은 균핵이 생기면서 줄기가 썩어 말라 죽는다.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여름철 토양온도가 15~21℃이고 다습할 때 발병한다.
라) 방제법 : 균핵 상태로 월동하므로 파종 전 토양소독 및 객토를 실시하고, 발생 초기에는 발병묘를 제거, 소각
하고 캐프탄수화제, 벤레이트 등을 살포하며 주위의 기주식물인 가지과, 호박과 식물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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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병(繡病)
가) 병원균 : Kuehneola malvilora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잎에 녹물이 묻은 것처럼 보이며 심하면 조기에 낙엽이 진다.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주로 가을철 저온 다습기에 발생한다.
라) 방제법 : 4-4두식 보르도액, 톱신엠수화제, 수화유황제, 리도밀 등을 살포하며, 9월 하순~11월 사이에 병든
잎을 수집하여 소각한다.

6) 궤양(암종)병
가) 병원균 : Nectria cinnabarina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줄기, 수피, 뿌리 등에 혹처럼 암종 궤양이 생긴다.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이른 봄부터 발병한다.
라) 방제법 : 환부를 제거 소각하고 톱신페이스트, 가마겔 등을 살포한다.

7) 회색곰팡이병
가) 병원균 : Botrytis cinera, Choanephora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꽃잎이 썩는다.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여름철 고온 다습기에 발병한다.
라) 방제법 : 유파렌, 스미랙스 등을 살포한다.

8) 그을음병
가) 병원균 : Caponodium spp.
나) 발생부위 및 병징 : 잎, 줄기(작은 가지)가 그을린 것처럼 까맣게 된다.
다) 발생시기 및 환경 : 진딧물 및 개각충 발생시기에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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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제법 : 진딧물 및 개각충을 구제하고 비배관리로 수세를 향상시킨다.

[표 07-1] 무궁화의 주요 병해 및 방제법
병 명

피해부위

이병상태

발생시기

모 잘록병
(입고병)

어린묘의 줄기
및 뿌리

뿌리 부분이 썩거나
어린줄기가 잘록하여
쓰러짐

파종 후부터 줄기
경화 시까지

잎 무늬병

잎

검은 반점이 원형 또는
부정형으로 발생

여름철
고온다습기

그을음병

잎, 줄기

세균성
무늬병

잎

원형 또는 부정형 흑반
후 낙엽

5~7월 고온다습

녹병

잎

녹물이 묻은 것처럼 됨

저온다습기인
가을철

잎과 줄기에 까맣게
그을음이 생김

진딧물 발생시

방제법

 물 빠짐을 잘 해줌
 질소질 과다사용 금지
 연작 피함
 다찌가렌, 다찌밀, 다코닐 등을 2주 간격으로 살포
 이병잎 제거 소각
 만코지 수화제, 지오판 수화제 등 살포
 진딧물 방제
 비배관리 철저
 기주식물인 닥풀 제거
 3.5-5두식 보루도액 살포
 리도밀, 훼나리, 비타지람 등 살포

나. 충해
우리는 흔히 무궁화 재배의 어려움으로 진딧물 피해를 연상하는데, 진딧물은 아주 심할 경우 보기 흉하고 그을
음병을 유발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치명적 해충은 아닐 뿐 아니라 방제방법도 비교적 쉬운 편이다. 반면 박쥐나
방은 줄기 속을 가해하여 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며, 무궁화잎밤나방 등은 하루아침에 잎 전체를 가해하여
버리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방제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1) 목화진딧물 (Aphis gossypii )
진딧물은 노린재目 진딧물科에 속하며 세계적으로 약 3,00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370
여 종이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무궁화에 피해를 가하는 진딧물은 목화진딧물과 아카시아진딧물
등 2종류로 알려져 있다.

가) 가해시기 및 피해상
온대 원산으로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충 중 하나로, 번식력이 왕성하여 1년에 33
세대까지 번식한다. 가을에 무궁화 가지에 산란한 알이 그대로 월동하고, 4월 하순～5월 초 부화하여 단위
생식을 통해 번식하며 신초에 피해를 주다가 6월 하순 여름 기주로 이동 후 8월말 다시 무궁화로 옮겨와 가
해한다. 분비물은 그을음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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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제법
메티시스톡스, 다이메크론, 코니도, 타스타, 호리마트 등 다양한 약제가 시판되고 있어 발생시기에 살포하
면 쉽게 방제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내성(耐性)이 생기지 않도록 약제를 바꾸어 가며 살포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신초 가해

그을음병 유발

코니도 입제 토양살포(4월 초½중순)

<그림 07-1> 진딧물 피해 및 방제

2) 박쥐나방(Endoclyta excrescens )
가) 가해시기 및 피해상
8~10월 성충이 우화하여 날아다니면서 1mm 미만의 검은색 구형(求刑) 알 수천 개를 땅위에 산란한다. 알
은 이듬해 봄 부화하여 처음에는 연한 줄기 속을 먹다가 나무 줄기나 가지로 이동하여 터널을 만들며 가해
하는데, 침입구 주변에 톱밥모양의 배설물과 실을 토한다. 터널 내에서 번데기를 만들어 8~10월 성충으로
우화하는데, 번데기는 갈색으로 몸길이 50mm 정도이며, 성충은 암갈색으로 몸길이 34~45mm, 날개 편
길이는 80mm 이상이 되는 대형 나방이다.

나) 방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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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목의 침입구에 접촉살충제를 직접 넣고 봉하며, 8~9월에는 식재목 주위에 N.A.C. 분제를 살포한다.

3) 무궁화잎밤나방(Anomis mesogoda )
유사종으로 무궁화밤나방(Thyas juno), 코모다밤나방 (Anomis commoda) 등이 있으며, 애벌레일 때에는 비
슷하나 성충이 되을 때 서로 모양과 색이 조금씩 다르다.

가) 가해시기 및 피해상
8~9월에 성충나방이 되어 날아다니다가 산란하고 알로 월동한 후 다음해 7~8월에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
어 잎을 갉아먹으며 짧은 시간에 극심한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치하여야 한다.

나) 방제법
디프록스 등의 유기인제 또는 세빈 등의 카바이트계를 살포하면 쉽게 방제할 수 있다.

유충

성충

피해목
<그림 07-2> 무궁화잎밤나방과 피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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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콩풍뎅이(Popillia japonica )
가) 가해시기 및 피해상
1911년경 일본에서 들어온 풍뎅이의 일종으로 개화 최성기인 8월중 꽃만을 가해하는 해충이며 꽃봉오리
또는 꽃을 갉아먹어 못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꽃을 볼 수 없다.

나) 방제법
기생벌, 기생파리 등 천적을 이용하거나 세빈, 비산연 등 유기인제를 살포해 주는 방법이 있지만 기습적으
로 무리를 지어 가해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방제가 상당히 어려운 해충이다.

5) 응애류(Panonychus spp.)
가) 가해시기 및 피해상
번식력과 저항성이 강하며 1년에 7~10회 발생하는데, 특히 8~9월에 심하다. 잎 뒷면에서 즙을 빨아먹기 때
문에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다.

나) 방제법
약제내성이 쉽게 생기는 해충이므로 테디온, 트리치온, 켈센 등을 자주 바꾸어가며 살포하며, 휴면기에 기
계유제, 석회유황합제 등을 살포한다. 이리 응애 등 천적을 이용하기도 한다.

왜콩풍뎅이

응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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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7-3> 풍뎅이 및 응애류

6) 온실가루이(Trileurodes vaporariorum )
가) 가해시기 및 피해상
1970년대 말경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으로 온실 및 비닐하우스 작물의 주요 해충이 되었다. 새순이나 어린
잎 뒷면에서 무리를 지어 즙을 빨아먹어 잎이 퇴색되거나 위조(萎凋) 현상을 보이며 심하면 낙엽이 지는 등
생장이 저해된다. 그을음병 및 바이러스병을 매개하기도 하며 왁스물질을 분비한다.

나) 방제법
코니도수화제, 수프라사이드 및 고독성 유기인제를 살포한다.

7) 깍지벌레류(Howardia bicavis, etc.)
가) 가해시기 및 피해상
여러 종류가 발생하여 영국명으로 마이닝 스케일(mining scale)이라 한다. 주로 잎이나 가지의 표피에 붙어
서 즙을 빨아먹으며, 피해잎은 적갈색 반점이 생기고 잎 뒷면에 끈끈한 액체가 물방울처럼 맺힌다.

나) 방제법
수프라사이드, 모폭스, 테믹입제 등 침투성 살충제를 사용하는데, 며칠씩 간격을 두고 4~5회 반복해야 구
제할 수 있다. 휴면기에는 기계유제, 석회유황합제 등을 봄 싹트기 1주일 전에 살포한다.

[표 07-2] 무궁화의 주요 가해 해충 및 방제법
해충명
목화진딧물
박쥐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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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부위

발생시기

잎

극성기:5월

줄기

5~7월중 줄기에
구멍 뚫음

방 제 법

비 고

메타시스톡스, 다이메크론, 코니도 타스타 등 살포
피해구멍에 유기인제 주사로 유충 구제

무궁화잎밤나방

잎

7~8월

세빈, 디프록스, 더스반 등 살포

왜콩풍뎅이

꽃

8~9월

기생벌, 기생파리 등 천적 이용하거나
세빈, 비산연등 유기인제 살포

응애류

잎

5~10월

테디온, 오마이트 등을 바꿔가며 살포

온실가루이

잎, 가지

연중

코니도수화제, 수프라사이드 등 살포

깍지벌레류

잎, 가지

연중

수프라사이드, 모폭스, 테믹입제 등 침투성 살충제 살포

천공성

8~9월 심함

다. 기타 생리적인 장애 및 농약피해
무궁화의 경우 미량원소의 결핍, 과습, 건조, 기타 공해 등에 의한 생리적 장애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생장부진은 물론 잎색이 변색되며 심하면 낙엽이 지고, 꽃망울도 형성된 후 개화하지
못하고 말라 버리거나 떨어져 버린다.
농약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신초 부분이 뒤틀리고 잎 끝이 황화현상을 보이며 말리는 장애가 일어나는
데, 이는 주로 주위에 2,4-D를 포함한 각종 제초제를 살포하였을 경우 또는 제초제를 사용하였던 분무기를
깨끗이 씻지 않은 채 다른 약제를 살포할 경우 발생된다. 따라서 무궁화 식재지 주위에 제초제를 살포할 때
에는 2,4-D 제품 중 저 휘발성 산 또는 아민염 등 피해가 적은 약제를 저온시 살포토록 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곳에는 활성탄이나 톱밥을 깔아 농약을 흡수토록 한 후 객토하거나 다른 흙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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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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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궁화나무 관리 월력표
구분

작업 내용

비고

1월
2월

접수채취 및 접목용 대목 준비
종자발아 촉진을 위한 노천매장

- 건전한 1년생 가지, 2~4℃ 저장
- 파종 1달전 습사와 혼합, 5℃ 저장

3월

파종상 준비
파종, 이식 및 묘목 식재
봄삽목 실시(온실)
시비(밑거름 주기)
전년도 아접묘 접목끈 제거

- 3월 하순~4월 중순, m2당 3~5g 파종
- 잎이 피기 전
- 잎이 피기 전

4월

파종, 이식 및 묘목 식재
봄삽목 실시
접목 실시 및 접목묘 관리

- 3월 하순~4월 중순
- 4월 중 ½ 하순, 온도 및 습도 유지

5월

파종상, 삽목상 및 이식상 관수 및 제초

6월

식재지 주변 풀베기
추비(덧거름 주기)
순따기

7월

하기 1차 전정
추비(덧거름 주기) 실시
교배

8월

하기 2차 전정
아접 실시
교배
접목묘 비닐끈 제거

- 8월초, 웃자람 및 접목부 맹아지 제거
- 8월 초 ½ 중순

9월

종자 채취 및 저장

- 기건 저장

10월

종자 채취 및 저장

- 기건 저장

11월

가을식재 실시
가을삽목 실시
정지 전정 및 수형조절
묘목 굴취 및 저장(가식)

- 11월 초 ½ 중순
- 11월 중순 ~ 12월 초순
- 수액 유동 정지 또는 유동 전 실시
- 묘목월동(비닐하우스 또는 움저장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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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량 조절

- 7월초, 수형조절

02 국립산림과학원 육성 우량품종
가. 산림청 권장품종(’00년 이전 육성)

 개량단심(改良丹心, Kaeryang-tansim)
육성경위

특성

1957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콜키신 처리로 육성된 4배체 품종으로
1990년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명명
단심과 단심방사맥이 강한 홑꽃으로 꽃잎 기부에서 끝으로 갈수록
흰색에 가까운 분홍색을 띔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102.0

68

41.1

86

40

 고주몽(高朱蒙, Kojumong)
육성경위

특성

1990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육성

연한 자주빛 도는 분홍색의 홍단심계 홑꽃. 꽃직경은 8cm 내외,
I-b형에 속하나 활짝 피고 꽃잎이 벌어져 1-a형으로 보이기도 함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74.6

76

28.4

69

68

 난파(蘭坡, Nanpa)
육성경위

특성

1990년에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육성하고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재선발, 명명
연한 자주빛 감도는 분홍색의 I-b형 홑꽃으로 꽃의 직경은 9.5cm
내외이며 엽저는 좁은 원저형과 쐐기형의 중간형임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90.5

71

36.7

70

56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71

 불새(Pulsae)
육성경위

특성

1985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선발 후 1990년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재선발, 명명
자주빛 감도는 진홍색으로 I-a형에 속하는 홑꽃. 가끔 기본꽃잎이
6매가 되거나 작은 속꽃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105.9

65

34.5

60

55

 선덕(善德, Sondŕk )
육성경위

특성

1975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육성, ‘대형단심’이라고 부르던 것을
1990년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선덕’으로 개명
1-b형의 백단심계 홑꽃으로 속꽃잎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꽃은 정형을
이룸. 수세가 강하여 가로수용으로 적당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118.1

74

36.7

70

67

 원화(源花, Wonhwa)
육성경위

특성

1990년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육성하고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재선발, 명명

I-b형에 속하는 백단심계 홑꽃이다. 개화량은 절간당 3.8개 내외로
많은 편임. 결각은 보통이며 거치 상태는 아주 둔함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121.8

83

43.5

63

64

 칠보(七寶, Chilbo)
육성경위

특성

72

1990년도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육성하고 한국무궁화 연구회에서 선발,
명명
연한 자주색 I-b형 홑꽃으로 가끔 꽃잎 일부가 안으로 오므라드는 경향
있음. 절간당 개화량은 1.4~3.8개, 결실률은 21.5%로 다소 높음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90.9

84

34.5

66

58

나. 가로수용 신품종(’00년 이후 육성)

 우리(Woori)
육성경위

특성

진홍색의 아름다운 꽃 ‘불새’와 꽃이 화려한 ‘평성’을 교배하여 얻어진
차대 중 선발
꽃잎과 잎이 두꺼우며 광택이 강하고 단심이 진하게 발달. 꽃색이
진자주빛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움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83.0

107

19.0

50

34.4

 탐라(耽羅, Tamla)
육성경위

특성

제주 남제주군 대정에서 선발, 육성

홍단심계 홑꽃으로 화관은 깔대기형이며, 꽃의 크기는 100.0mm
내외로 단심이 퍼지지 않음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100.2

78

10.8

63

30.6

 근형(槿亨, Geunhyung)
육성경위

특성

‘개량단심’과 ‘무지개’를 교배하여 얻어진 차대 중 선발

홍단심계 홑꽃으로 꽃이 크고 단심과 단심 방사맥이 매우 길고 진한
것이 특징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107.3

56

60.8

39

46.8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73

다. 분화용 신품종(’00년 이후 육성)

 한양(漢陽, Hanyang)
육성경위

특성

서울 용산구에서 선발, 육성

백단심계 홑꽃으로 화관은 깔대기형이며 꽃의 크기는 79.0mm로 다소
작음. 꽃잎은 조금 겹치며, 단심선이 퍼지지 않음.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59.2

67

11.1

43

24.1

 소양(昭陽, Soyang)
육성경위

강원 명주군 연곡에서 선발, 육성
홍단심계 홑꽃으로 화관은 깔대기형으로 열리고, 꽃의 크기는

특성

56.0mm로 매우 작음. 꽃잎이 많이 겹쳐 카네이션 같은 모양이며
단심이 조금 퍼짐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56.0

79

10.5

43

28.2

 별이(Byeollee)
육성경위

특성

꽃이 아름다운 ‘개량단심’과 국내 재래종 왜성형 ‘경북1호’를 교배하여
얻어진 차대 중 선발
꽃이 매우 작고 바람개비 모양으로 연한 분홍빛 아사달 무늬를 띄고
있음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116.0

58

17.0

52

29.1

 순이(Suni)
육성경위

특성

74

꽃이 아름다운 백단심계 ‘우정’과 아사달계 ‘아사달’을 교배하여 얻어진
차대 중 선발
백단심계 홑꽃으로 아사달계 특성이 나타나 단심이 크고 뚜렷하며
꽃잎이 두껍고 안으로 말려 종모양임

꽃지름
(mm)

꽃잎지수
(W/Lx100)

단심길이
(mm)

수형지수
(W/Hx100)

당년생장
(cm)

51.9

79

20.5

3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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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기술서비스 헌장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전 직원은 산림자원의 조성·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임업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
천하겠습니다.
하나. 산림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생명의 원천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
발 및 기술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잘못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정함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실천노력에 대하여 고객에게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
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
모든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산림공무원은 고객여러분께 고객만
족과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선포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불친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시고 반드시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 알려주시고 격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릉수목원과 산림과학관은 임업·임산업의 지식정보를 한자리에 전시한 대국민 교육의 장으로서 관
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예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술목적인 단체관람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관람예정 7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일반관람은 예약 없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신고 또는 연락주실 곳
주소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번지(청량리2동 207번지)
팩스 (02)967~5101, 961~2525
전화 원장실 (02)961~2500 / 연구지원과장실 (02)961~2511 / 민원실 (02)961~2522~3
인터넷 http://www.kfri.go.kr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질의응답, 민원신고센터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정중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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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숲,살리는숲,숲은과학이다”
KFRI Flower : 연구의 꽃을 피운다는 의지를 상징하며, 불규칙해 보이지만 정교한 자연의 규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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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나치수열로 해석하여 자연과 조화하는 과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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