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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의 개념

1) 정원(庭園)이란

•정원(庭園, garden)은 흙, 돌, 물,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

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공간을 말함. 바꾸어 말하면 주택의 외부공간을 이용하

여 실용적이거나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 뜰 또는 넓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영어로는 Gardening이라 하며 대형화, 상업화된 경우는 조경(造景, Landscape Design)으

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임. 정원을 뜻하는 Garden(英, 美), Garten(獨)은 이스라엘어 

Gan과 oden(또는 eden)의 합성어에서 유래됨. gan은 울타리 또는 둘러싼 공간을 의

미하며 oden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정원(庭園)은 일본식 표현이며, 중국에서는 원림(原林), 우리나라에는 가원(街園), 임

원(林苑), 원(園), 원(苑), 정원(廷院), 화원(花園) 등으로 표현된다.

•정(庭)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뜰’로, 지붕이 있는 마당을 의미하는 ‘집 엄(广)자

와 신하들이 임금의 말을 듣던 곳을 의미하는 ’조정 정(廷)‘자가 합하여 이루어졌

다. 정(庭)은 대궐 안의 안뜰이며 본디는 정(庭)과 같은 글자이며, 후에 건물을 청

(聽), 대궐안을 정(廷), 여염집의 뜰을 정(庭)이라고 하였다.

•원(園)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과수원 또는 채마밭’으로 원(園)의 에워싸는 모양

을 의미하는 ‘입구 구(口)’자와 여우가 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원(園)’자가 합하여 이

루어졌다. ‘원(園)’자에서 ‘土’는 흙을 의미하고, ‘衣’는 의복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화려한 색감의 식물을 가리켜, 이는 결국 담장 안에 흙, 물, 식물이 어우러진 정

원의 모습을 뜻한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정원이란 대체로 담장 혹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그자체가 미적 통일체로써 이용과 감상을 위하여 가꾸고 다듬어 놓은 것이다. 정

원은 일반적인 주제가 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취향이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정원은 심미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꽃이 만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그 건물의 용도와 관련되어 어떤 기능을 담은 외부 생활공간의 역

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휴식의 기능이 크게 강

조되어 있다. 예컨대 정원의 가장 전형적 유형인 주택정원은 내부의 가정생활과 

연관되어 주 생활공간의 연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

•정원가꾸기(Gardening)는 간단한 디자인을 포함하여 정원이나 화단을 만들어 식물

을 심고 유지관리하면서 인간의 교감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원의 시

설물보다는 식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

01Part 정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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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庭園)의 원형

•위요공간(圍繞空間)으로서의 정원 : 울타리를 쳐서 만든 한정된 내부공간을 자신만

의 영역으로 만들려는 심리를 반영한 생각하는 공간

•가용(家用)생산환경으로서의 정원 : 실용적인 가사(家事)작업공간으로 채원(菜園), 약

초원, 과수원 등 가정용 생산공간으로 활용

•열락장소(悅樂場所)로서의 정원 : 시각, 신체적 즐거움을 주는 열락(悅樂)정원(Pleasure 

garden) 기능으로 보통의 정원이라 하면 열락정원을 의미하고 유지관리하면서 인간

의 교감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원의 시설물보다는 식물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

2. 정원의 기능과 유형

1) 정원의 기능

가) 건물의 미관 향상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건물이 우거진 나무와 화단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미관이 훨씬 향상된다. 특히 건물의 앞·뒤편이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앞

뜰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잔디밭 정원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주택의 모습은 더욱 

돋보인다.



정원조성010 시민정원사 매뉴얼 011

나) 관망과 전망의 대상

•건강한 정원수, 푸른 잔디밭, 그리고 아름다운 꽃밭으로 조성된 정원은 집 안에

서 즐길 수 있는 관망의 대상이다. 주택의 건물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거나 건물 

앞에서 볼 때 조화롭게 펼쳐진 깨끗한 정원과 화단은 미적 만족감에다 안락감과 

쾌적함도 제공해준다.

다) 공간 확장

•정원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식사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주택 안

의 거실이나 부엌의 문과 정원 사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수시로 드나들며 즐

길 수 있게 한다. 정원의 바닥을 목재나 석재로 깔아 생활공간의 일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 주변의 기후 조절

•정원의 잔디, 초화류, 정원수 등은 주택 주위의 온·습도를 조절하고 바람을 막

아 준다. 여름철에는 그늘과 증산작용으로 기온을 내리고 습도를 조절하여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겨울철에는 주야간 온도차를 감소시켜 주고 바람을 막아 

보온 효과가 있다. 

마) 재해 방제 및 경감

•산울타리 등은 주위의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또한 수목은 많

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웃에서 산불이 나더라도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정원의 잔디밭은 이용자가 활동 시 안전을 더해 준다.

바) 건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

•현대의 개인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빌딩의 경제적 가치는 건물 주변의 녹지 환

경이나 조경에 크게 좌우된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다양한 건물의 가격을 높여 

준다. 반면 잘 가꾸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한 정원은 도리어 건물의 값을 떨어뜨

린다.

2) 정원의 유형

가) 양식에 따른 분류

① 자연 풍경식

•자연 풍경식(natural landscape style, informal style)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숲이나 경관을 있

는 그대로 자연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모습을 좇다 보니 

설계상에서도 곡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의 임천형(林泉型) 양식을 비롯한 동

양정원과 영국의 풍경식정원이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창덕궁이나 창경궁 

같은 고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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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 정형식

•인공 정형식(artificial landscape style, formal style)은 건축식(architectural style) 또는 

기학학식(geometrical style)이라고도 한다. 설계상 대칭법과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정원들, 근세 유럽 프랑스의 

평면기하학식 정원, 이탈리아의 노단 건축식 정원, 그리고 이슬람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라센 양식 등이 좋은 예이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의 정원은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공정형식 정원이다. 

③ 절충 혼합식

•절충 혼합식은 그냥 절충식(eclecticism style) 또는 혼합식(compound style)이라고도 한다. 

자연 풍경식과 인공 정형식의 두 양식을 현대에 맞게 적절히 조합한 양식으로 미

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많은 지역은 자연 풍경식으로, 휴

식공간이나 화단 등은 인공 정형식으로 설계한다.

나) 소유에 따른 분류

•개인정원(personal garden) :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는 특화된 공간으로 휴식, 사유(思

惟), 모임, 식사 등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이 존재

•공공정원(public garden) : 시민 등 사회구성원들의 이용을 위해 만든 정원으로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등을 통해 공원에 정원이 도입되어 공공의 정원으로 활용

다)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

•주택정원, 아파트정원, 옥상정원, 실내정원, 베란다정원, 학교정원 등

라) 정원을 구성하는 주제에 따른 분류

•야생화원, 화목원, 만경원, 수생원, 억새원, 암석원, 약초원 등

3. 정원의 역사

•정원을 만드는데는 나라마다의 역사적 배경, 민족문화의 특징이 반영되는데 이 

특징은 서양과 동양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음

•서양식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동양식은 자연과 소통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동양에서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신선사상, 유교문화 등 공통점도 있으나 각

각 문화적 특징 때문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함

1) 서양정원의 역사

가) 시작은 고대(古代) 이집트와 서아시아지역

•정원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의 신(神)과 사자(死者)를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부

터 시작

•햇빛이 강하고 숲이 적기 때문에 수목을 신성시하여 발달한 원예와 관개기술을 

이용한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함. 파피루스(갈대), 연꽃 등을 연못과 함께 배치하였

으며 규칙적이고 대칭적으로 식물을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테베 등에서 발굴된 

무덤벽화에 기록됨

•죽은 후의 삶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과 신전에 많은 그림, 조각과 함께 작은 정원

을 조성함. 현존하는 가장 오랜 유적은 하트셉수트 여왕의 무덤 앞의 작은 신전

(Deir-el-Bahari)으로 연못, 줄지어 심은 나무흔적이 발견됨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이집트와 거의 비슷한 시대의 서아시아국가(지금의 이라크)

에서는 왕족, 귀족을 위한 정원이 발달

•아시리아의 수렵정원(Huning park)은 자연수림을 약간 가공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

한 숲으로 후일 유럽왕실 사냥터 조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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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공중정원(Hanging Garden)의 추정 복원도

나) 그리스 로마시대, 신과 왕의 정원에서 서민의 정원으로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는 신이나 왕뿐이 아닌 시민, 가정을 위한 정원과 공공시설

이 탄생한 시기임

•그리스는 도시국가라는 특성과 사철 온화한 날씨 때문에 옥외생활이 많아 개인보

다는 공공정원이 발달함. 아고라(Agora)라고 불리는 광장을 중심으로 한 정원과 인

격화된 신이 거주하는 공간인 신전, 성림(聖林, Sacred Groves) 등이 있음

•체력 단력을 위한 김나지움(Gymnasium, 체련장)과 철학자들이 학생을 가르쳤던 아카

데미에도 정원이 설치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끌던 학파를 소요학파(逍遙學派)라 하

는데 제자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토론을 했던 것에서 유래됨

•로마는 그리스에 비해 춥고 바람이 많아 가정 내에 정원이 발달하였으며 후기에

는 별장문화의 발달로 새로운 정원양식이 탄생됨. 폼페이에서 발굴된 유적을 통

해 가정 내에 보통 3개의 중정(中庭, 건물로 에워쌓인 뜰)을 두었음이 밝혀짐

•손님맞이용 공간 아트리움(Artrium), 가족의 휴식을 위한 페리스틸리움(Peristylium), 

주부를 위한 지스터스(Xistus, 후원, 꽃밭, 채소원)로 구분됨

•해안이나 구릉지에 위치한 별장(Villa)은 자급자족형, 전원형, 도시형 등에 따라 정

원이 텃밭, 취미, 관상 등의 목적에 맞게 설계됨. 전원형별장은 일반적인 농가구

조의 집을 과수원(포도, 올리브 등)이 둘러싼 형태이며 도시형 별장은 건물을 관상용 

정원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임

•新바빌로니아에서는 네부가드네자르왕이 왕비 아미리티스를 위해 거대 건축물 

위에 대규모 화단을 조성(Hanging Garden, 공중정원)

고대로마의 주택정원의 제2중정인 페리스틸리움의 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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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르네상스, 현대적 정원의 시작

① 이탈리아 정원

•르네상스 초기에는 수학적 비례와 과학적 원근법의 적용, 후기에는 빌라 중심의 

시각적으로 화려한 정원이 이탈리아에서 완성됨

•3대 별장인 에스테장(莊, Villa d’Este), 랑테장(Villa Lante), 파르네제장(Villa Farnese)이 완성

된 시기로 성직자의 별장 성격임

•이탈리아 정원의 3대 원칙인 총림(叢林, 인공숲), 테라스, 잘 가꾸어진 화단이 등장하

였으며, 랑테장이 가장 대표적임.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위에 인

공적인 멋을 가미하도록 조형물과 화단을 배치함. 알도브란디니장, 감베라이아

장, 이졸라벨라 등은 구릉지, 섬 등의 특수한 자연여건, 나무와 초화를 최대한 이

용하는 바로크 양식을 완성함

② 프랑스 정원

•프랑스는 영국과 지형, 기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영국과는 또 다른 프랑스

만의 바로크양식을 탄생시킴

•평면에 배치된 삼각, 사각 등의 기하학적 모양을 가진 화단으로 구성된 평면기하

학적 구조의 정형식 정원양식임. 정원 자체가 핵심이 되며 건물이 부수적인 요소

가 되도록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꽃, 나무류가 엄격한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됨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르비꽁트, 베르사이유 궁전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베르사이

유 궁전은 세계 최대의 정형식 정원임. 잡목숲(총림), 미로, 연못, 야외극장 등이 

곳곳에 숨어 있으며, 지루해지지 않도록 조각, 정원동굴(grotto) 등을 두어 특색을 

강조함 

•퐁텐블로성(城), 생졸루, 앙브와성(城) 등이 대표적으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이 이

동할 곳으로 시선이 움직이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임. 정원사의 왕이라 불리는 르 

노트르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자수화단, 대칭화단, 물화단 등의 오늘날 화단형태

의 상당수를 고안함

③ 영국의 정원

•영국은 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양식을 고수하다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의 양식을 조금씩 혼합하기 시작함 

•바로크 양식과 다른 점은 나무보다 화훼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며 장

원(莊園)중심의 정원에서 탈피하기 시작함.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멜브른 홀, 네덜

란드의 영향을 받은 레벤스 홀, 여러나라의 특징이 혼합된 햄프턴코트가 대표적임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은 도시 슬럼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

로 조경을 이용한 전원도시, 공원녹지의 조성을 선택함. 루소의 계몽사상, 새로

운 미술사조인 풍경화의 유행, 문학의 낭만주의가 엮어지면서 풍경식 정원이라는 

근대 조경 양식이 탄생됨

•영국의 풍경식 정원은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전 유럽으로 확산(근대 조경의 아버지라 

불리는 켄트가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고 주장)됨.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작인 스토우와 루

샴하우스, 스투어헤드, 블랜하임 궁전, 캐슬하워드 등이 조성됨

2) 동양정원의 역사

가) 자연과 하나되는 우리나라 정원(庭園)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고구려 동명왕 때부

터 정원을 만들기 시작(삼국사기)함

•중국과 일본이 자연을 모방하고 인공적으로 재현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즐기는 것이 특징임

•한마디로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과 경계를 특별히 두지 않

고 최소한의 인공물만을 설치하여 조화를 추구함. 주변의 산과 숲, 계곡과 폭포, 

나무와 꽃 등을 그대로 활용하여 자연 속에 묻힌 느낌을 살린 것이 매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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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王家)의 정원으로는 창덕궁의 후원(비원), 경복궁 경회루가 가장 대표적이며 덕

수궁에는 최초의 서양식 정원도 존재함. 복원 후 최근 공개된 창덕궁 후원은 왕

실전용 궁원(宮苑)으로 본래 후원(後苑), 북원, 금원(禁苑)으로 불리던 우리 정원의 백

미임

•별서 정원(別墅庭園)으로는 담양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 원림, 도산서당 경원, 다산

초당 등이 대표적임. 경복궁의 경회루나 향원정, 경주의 임해전지(臨海殿址, 안압지로 

알려짐), 부여의 궁남지, 강릉의 선교장 정원 등도 대표적인 정원임

나) 거대함과 태호석(太湖石)이 특징인 중국 원림(原林)

•중국의 정원역사도 주나라(기원전 1046∼771)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관리와 민간을 중심으로 발달함

•기록상으로는 주나라를 세운 문왕이 영대(靈臺)를 쌓았다는 것이 최초로 상당히 오

래전부터 정원이 발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특징은 산과 물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암석이나 흙을 쌓아올려 산을 만

들고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임. 바다나 산으로부터 크고 괴상한 

돌(태호석)을 가져와 직접 이용하였으며 구역마다 문과 창의 역할을 하는 문창을 설

치하여 구분함

•북경의 이화원은 290만㎡(87만평), 승덕의 피서산장은 564만㎡(170만평), 규모가 작

다는 졸정원도 5만㎡(1만5천평)일 정도로 거대함. 중국 4대 명원은 모두 쑤저우(蘇州)

에 있으며 졸정원(拙政園), 사자림(獅子林), 유원(留園), 창랑정(滄浪亭) 등임

다) 바위와 모래로 삼라만상을 상징한 일본의 정원(庭園)

•일본의 경우는 불교사찰과 신사를 중심으로 정원이 발달하였으며, 자연을 축소

하는 극도의 기교와 관상적 가치에 집중한 것이 특색임

•초기에는 연못을 파서 그 주변에 감상거리를 만드는 중국풍의 지센식정원이 발달 

함. 신선들이 사는 삼신도를 상징하는 섬을 만드는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

대표적인 별서정원인 담양 소쇄원 사자림(獅子林)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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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고산수식의 대표작인 용안사의 방장정원

4. 정원 조성의 과정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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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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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와 일본 연못의 특징임

•바위와 모래로 산과 물을 표현하는 고산수(枯山水)방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본

의 가장 대표적인 정원양식임. 모래나 하얀돌을 잘게 부수어 바다나 강물모양이 

나도록 깔아 두는 방식으로 물이 없으면서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임. 

•세부적으로는 돌을 쌓아올려 산을 흉내낸 축산고산식과 평평한 땅에 산이나 섬을 

상징하는 돌을 두는 평정고산수식으로 나뉨. 특히 선종(Xen)사찰에 많이 발달하여 

교토의 로쿠온지(鹿苑寺), 지쇼지(紫蘇寺), 료안지(龍安寺), 다이토쿠지(大德寺), 다이세닌

(大仙院) 등이 대표적임

•후기에는 로지(다실, 茶室)이 발달하여 다도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꾸민 ‘차

니와’라고도 하는 정원이 발달함. 문과 창을 액자 삼아 바깥풍경을 감상하도록 만

든 수법(차경, 借景)과 나무관과 돌그릇을 통해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이 특징임

•3대 명원으로는 이시카와현(石川顯) 켄로쿠엔(兼六園), 오카야마현(岡山顯), 코우라쿠엔

(後樂園), 이바라키현(茨城顯) 카이라쿠엔(偕樂園)이 있음

5. 정원설계

(1)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작업

가) 의뢰인과의 만남

•의뢰자의 조성의도, 라이프스타일, 용도적으로 중요하게 제시한 요소,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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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정원관리경험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의뢰자의 조성참여에 대한 의지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적극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참여유도형인지 구분하여 공간계획에 방향성을 설정한다.

•의뢰자로부터 조성예산과 설계일정, 시공시기 등을 논의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

하고 설계의 기초자료를 요청한다.

나) 대상지 조사 및 분석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예, 400㎡)

•대상지에 대한 수치지도나, 건축평면도, 배치도 등의 도면자료, 측량, 보폭측정, 

줄자측정으로 대상부지 크기와 면적 확인

•지형: 표고, 경사도, 지형단면 등을 파악

•토질: 식재와 시설물 기반에 사용될 토양의 기반환경으로 사질, 점질, 마사토질 

등 토질구분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객토를 고려

•식생: 기존 수목 분포, 생육상태, 활력정도 파악

•배수상태: 배수방향, 배수불량지역, 맨홀 또는 집수정의 위치 등

•경관: 불량경관, 차경요소, 초점경관, 시선의 한계 등 파악

•미기후: 풍량, 일조, 기온, 습도 등 식물의 생육과 관계된 조건 검토

•지장물: 지하에 매설된 배관망, 배수구조물, 지하전기배선 등 

•건축물의 수직적 요소: 창문, 벽, 문, 에어컨실외기 등의 지장요소 

다) 대상지 주변여건조사

•이웃집과의 관계: 프라이버시침해(층수, 창의 위치 등)

•주변 진입도로: 폭원, 포장유무, 주차상태, 대문 지점의 레벨 등

•주변 위해요소: 공해, 소음, 방법, 축대, 배수범람 등

•공공 시설물: 공원, 학교, 놀이터 등 

•생태적 여건: 서식지 연결성, 주변식생, 유입가능 동식물 파악

라) 대상지의 시공여건조사

•용수, 용전, 공사차량 진입 여부, 자재 양중 여건, 작업 동선 확보 여부

마)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의 범위, 성과품(도면의 형태, 수량, 공정기간), 법적책임 등을 포함하여 작

성한다.

•설계용역비는 설계의 규모와 범위, 기간, 성과품에 따라 상의하여 성과품에 필요

한 인력과 비용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다.

(2) 설계의 적용원리

가) 생태적 원리

① 생물 서식 공간의 조성

정원에 살고 있는 소생물은 그 종류와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식물을 중심으로 형

성되는 정원 생태계는 땅속에 있는 뿌리부터 시장의 나뭇잎까지 인간과 생물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장소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시비와 제초제의 투입을 고려

하여 인간의 간섭이 필요한 공간과 자연 생태계를 형성하게 될 공간의 세심한 구분

이 필요하다. 나비와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

며, 연못이나 물가에는 수생 식물이나 습지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나) 공간 기능적 원리

① 기능적 관련성에 따른 배치

•모든 공간과 요소는 그것이 인접하는 공간과 요소들의 기능과 양립할 수 있게끔 

부지 상에 배치되어야 한다. 기능들이 양립할 수 없을 때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함께 작용하거나 서로 의존하는 기능들은 가까이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공간과 요소가 선택된 위치에 맞아 들어가야 한다. 기능적인 공간들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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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중요도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조건의 고려하여 토양적 조건, 일조, 미기후 등 기존의 부지의 특성을 이

해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식물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매력적인 경관이 보이는 

공간들을 탐색하고 조망점을 확보하며 기존 보유 식물이나 시설물에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재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생산적 공간

•정원은 과수, 채소, 약용식물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뒤뜰에 텃밭을 조성한 사례가 많다. 텃밭은 이용자의 식물 재배와 과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채소류와 과수는 많은 광량을 요구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골라서 텃밭을 조성한다. 텃밭에 필요한 토양을 도입하고 

배수 시설 장비 보관 창고 등을 설치한다.

다) 경관적 원리

① 주택과 조화로운 양식 설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정원에 연출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에 필요한 적정 크기로 공

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외부 공간은 주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주택을 포함

하여 주변 요소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② 구조물을 활용한 공간 구획

•공간과 더불어 정원의 기본 구도를 설정하는 것은 구조물이며 이를 이용하여 공

간을 입체화 할 수 있다. 구도를 설정할 때에는 주요 전망 지점에서 입체적으로 

상상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스케치를 한다.

③ 변화감 있는 동선 계획

•정원의 관람 동선은 이야기가 필요하므로 도입부와 극적인 반전 요소, 최고조 등

을 각 공간별로 적절하게 분배한다. 막히고 트이는 공간의 연결, 미묘한 지형의 

변화, 밝고 어두운 공간의 병치(竝置), 좁고 긴 공간의 변화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

한다. 미세한 단(段)을 섬세하게 처리하고, 포장의 질감에 변화를 주며, 식물 소재

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동선 주변을 장식한다.

④ 전망을 고려한 지형조성

•정원 조성의 시작은 부지의 모양을 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기본적인 윤곽선을 형

성하고 땅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지형은 그 자체가 조형의 대상이며, 경관의 시

점을 조절하고 동선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 좋은 경관을 갖기 위해서는 전망 

지점과 대상을 고려하여 땅의 높낮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식물 소재의 계절 변화 활용

•식물이 자라는 모습과 경쟁, 적절한 서식 환경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바탕을 

이루는 식물군을 선정한다. 강조가 되는 식물을 써서 대비 효과를 강조한다. 사

계절을 풍요롭게 연출하는 식물을 선정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⑥ 장식 소재를 활용한 분위기 연출

•정원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품을 고려해야 한다. 조형물이

나 조각품은 훌륭한 장식 소재가 된다. 벽에 걸 수 있는 소재를 도입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화분을 선택하여 장소의 분위기에 맞추어 장식한다.

⑦ 상징성 부여

•정원은 도입되는 요소와 배치에 따라 상징성이 형성됨. 바닥 포장의 문장. 고사 

성어에 등장하는 수목, 동상이나 조각 작품은 정원에 상징을 부여하는 좋은 재료

들이다. 사괴석이나 토담, 기와 조각으로 된 바닥 포장은 전통적 이미지를 형성

한다. 대나무와 국화는 기개를 상징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시선이 집중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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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독특한 형태의 괴석이나 조각을 배치하여 정원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다.

(3) 정원구성소재 구성 원리와 소재특성

가) 식물소재

① 배식의 원리

•배식설계는 기본도로 동선설계, 지형, 포장, 시설물설계가 끝난 이후에 식재할 

수 있는 지역과 포장지역이 구분되어진 이후에 용도에 맞게 교목류, 관목류, 초

화류로 배식한다.

•식재기능에 따른 적용수종의 선정

② 식물소재

•교목성 수종

 - 수고(H)×수관폭(W): 곰솔, 독일가문비,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잣나무, 주

목, 측백나무, 편백 등

 - 수고(H)×흉고지름(B): 가중나무, 벽오동, 능수버들, 왕벚나무, 은행나무, 자

작나무, 버즘나무 등

 - 수고(H)×근원지름(R): 소나무, 감나무, 꽃사과, 느티나무, 대추나무, 마가목, 

이팝나무, 배롱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참나무류 등

•관목성 수종

 - 수고(H)×수관폭(W): 사철나무, 향나무, 회양목, 철쭉, 매자나무, 명자나무, 

무궁화,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불두화, 수수꽃다리, 쥐똥나무, 화살나무, 흰말채

나무 등

 - 수고(H)×주립수(지): 개나리, 모란, 장미 등

•묘목

 - 줄기의 길이와 근원직경에 뿌리길이를 같이 사용

 - 간장(H)×근원직경(R)×근장(L): 아카시나무,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족제

비싸리, 산오리나무 등 

•만경목(덩굴성식물)

 - 수고와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사용

 - 수간길이(L)×근원직경(R): 등나무, 능소화 등 

나) 시설물소재

① 시설물소재의 구분

•휴게편의시설: 벤치, 야외탁자, 그늘집, 퍼걸러, 정자, 원두막 등

•포장시설물: 동선조성에서 판석, 벽돌, 디딤석, 자갈, 쇄석 등

•수경시설물: 분수, 연못, 석조수반 등 

식재기능 적용내용 적용수종

경계식재

대지경계부분에 배치

정원의 안팎을 구획지음으

로써 내부의 아늑한 분위

기 조성

- 상록교목: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구상 

   나무 등

- 낙엽교목: 벚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단풍나무, 

   목련 등

- 관목: 개나리, 철쭉, 수수꽃다리 등

요점식재

공간입구나 또는 조망전면

에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배치

강조용 독립수를 단식

- 반송: 모과나무, 조형소나무, 주목, 섬잣나무, 

   배롱나무 등

경관식재

대문에서 현관까지 연결된 

동선 주변에 배치

전정수와 상록 관목등으로 

장식처리

- 상록수: 눈주목, 주목, 회양목, 조릿대, 반송등

- 낙엽수: 철쭉류, 단풍나무 등

차폐식재

불량경관을 가려주거나, 사

생활보호를 위해 가려줄 필

요가 있는 부분에 배치

- 상록교목: 서양측백, 잣나무, 향나무, 가문비나 

   무, 전나무 등

- 상록관목: 옥향, 눈향, 사철나무 등

녹음식재
휴게공간, 벤치 등에 그늘을 

줄 필요가 있는 부분에 배치

- 낙엽교목: 일본목련, 청단풍, 느티나무, 칠엽수,  

   가중나무 등

- 기타: 퍼걸러용 등나무, 능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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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물: 잔디등, 열주등, 정원등, 경관조명 등

•디자인시설물: 점경물, 조형물 등

② 휴게편의시설 

•의자(Bench)

 - 옥외공간에서 적절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시설로 

기능과 함께 점경물 요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

 - 벤치는 일렬형, 병렬형, ㄱ자형, ㄷ자형 등 배치형태에 유의하여 적소에 배치

하며 활동적인 공간에는 평의자를 배치하고 정적공간에는 등의자를 배치함

•평상

 - 의자와 탁자의 기능을 혼합한 시설물이며, 주로 목재가 많이 쓰임.

 -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4~5인이 한 번에 앉을 수 있

는 크기는 가로2.4m×세로2.4m 정도) 일반적으로 나무 그늘 밑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 행동

을 위해 좋음

•그늘천막

 - 파고라나 정자 등 큰 규모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작은 규모의 그늘천막

도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이다.

 - 그늘천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탁자+의자+파라솔 결합형(파라솔 Set)과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단독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 중 단독형은 그늘막

이 360° 회전이 가능한 것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늘천막을 이동하지 않고도 그

늘을 만들 수 있으니 구입 시 참고해야 한다.

•탁자(Table)

 - 탁자는 휴게공간에서 간단한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고

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고정식은 두꺼운 목재나 무거운 석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번 설치하면 이동이 

어려우므로 최초 설치 시 주변 경관과 휴게공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고정시키는 

것이 좋음

 - 이동식은 가벼운 철재나 플라스틱류로 제작되어 정원의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

지 설치할 수 있으나 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음

목재연식의자 디자인벤치

라운드테이블과 의자

상록수 하부 설치 평상 사례

사각테이블과 의자

평상(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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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늘천막은 주택정원에서 목재 데크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잔디마당 한가운데도 좋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원수 

아래에 설치하는 것도 또다른 느낌의 휴식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좋

은 방안이다. 요즘엔 다양한 디자인의 그늘천막이 많이 나와 있어 개인의 취향에 

골라 설치할 수 있다.

③ 포장시설물

•판석, 벽돌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판석이나 벽돌은 견고하며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설치 후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색채와 질감 또한 주택외관소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그늘막 설치사례

부정형판석과 자갈채움

그늘막 설치사례

사각판석과 잔디채움

•디딤석, 디딤목(원주목)

 - 정원 내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산책로와 같은 보조 동선에는 디딤석 및 디딤

목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디딤석은 징검다리의 느낌을 주는 소재로 대체로 형

상이 고르고 지름이 300~400mm로써 두께 100mm 내외의 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디딤목은 숲속의 그루터기와 같은 느낌을 주므로 초원을 거니는 분위기를 연

출할 수 있음

 - 흥미 유발을 위해 자연석이 아닌 맷돌과 같은 전통생활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

으며 최근에는 침목을 사용한 동선이 눈길을 끌기도 함 

•자갈, 쇄석

 - 자갈을 이용한 동선은 시원한 느낌을 주나 보

행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보행의 편리함을 위하

여 디딤목이나 디딤석을 함께 이용하고 그 외의 

공간에 엣지 등으로 구획하여 포설

 - 흥미 유발을 위해 자연석이 아닌 맷돌과 같은 

전통생활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침목을 사용한 동선이 눈길을 끌기도 함 

디딤석 디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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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경시설물

•물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동시에 청각적인 효

과도 지니고 있어 정원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소

재가 된다. 이러한 물의 특성인 청량감과 시각

적인 아름다움을 살려 수경시설로 활용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한층 더 자연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큰 규모의 공간, 연못, 벽천, 폭포 도입, 소규모 

공간 독립분수, 돌확점경물을 이용하여 표현

•물확 점경물 등 

 - 정원 면적이 작다고 해서 수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공

간에서도 전통적인 석조와 작은 수반을 맷돌이나 기와, 대나무 등과 함께 조화시

켜 시각적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물론 연못과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므로 잘 활용한다면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쓰임

•분수

 - 분수는 수직적인 수경 소품으로서 고여 있는 수평적인 연못에 배치하여 물의 

순환을 돕고 시원하고 역동적인 느낌과 함께 청량감을 더해줄 수 있으며, 미술 

조각에 분수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수경 시설물로도 활용가능

 - 분수의 종류로는 우산형, 양초형, 고사형, 실크형, 파고다형, 안개형, 조각형 

등 분사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 단, 분수설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지하수와 연결한 부정형 물확 수경식물을 식재한 사각형 물확

고사형 분수

안개형 분수

양초형 분수

조각 분수

⑤ 조명시설물

•조명은 각 공간 내에서 원근감, 공간감, 구체성, 구조적인 모양을 강조하고 부분

조명은 물체의 자연스러운 명암을 만들어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냄

•정원에 쓰이는 조명은 기능에 따라 잔디등, 벽등, 문주등, 바닥등, 펜던트, 석부

등, 수중등으로 나뉘며 배광형태에 따라 직접, 반간접, 전반확산, 간접 조명형으

로 나뉜다. 이들 조명은 입지 조건, 공간의 규모나 형태 및 구성 이미지에 따라 

적절히 배치

•직접 조명형은 눈부심이 일어나기 쉽고, 그림자가 생기기 쉬우므로 그림자의 효

과를 잘 활용해야 함. 반간접 조명형은 움직임이 많은 평면이나 장소에 기본적인 

밝기를 제공하는 데 많이 쓰이며, 간접 조명형은 눈부심이 없고 부드러운 분위기

를 연출하는 데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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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던트

직접 조명(투사등)

바닥등 벽등

수중등

잔디등

 - 점경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서로 다른 소재들을 무리하게 배치하면 

혼란스러움을 주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연출하고자 하는 정원의 분위기를 고려하

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원의 주요 지점에 초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

하는 것이 좋음

•석등 및 석재 점경물

 - 주택정원이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식 소품이 바로 석등이다. 석등은 

그 안에 조명을 넣어 야간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하나의 돌조각으로써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대표적 장식 소품

 - 석재 점경물은 구하기 쉽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장식 소품으로 많

이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경관석은 정원 내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

치하여 하나의 자연경관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음

•조형물

 - 조형물은 진입공간이나 정원의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감상의 대상으로 또는 

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 유럽풍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면 청동이나 황동 등 비철금속을 소재로 하

는 조형물을 사용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면 석재, 철재, 타일 등

을 소재로 하는 조형물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재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

니 정원 분위기를 감안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⑥ 디자인시설물

•점경물

 - 좁은 의미의 정원 소품이라 할 수 있으며, 첨경물(添景物) 또는 점경물(點景物)이라

고도 함

 - 장식 소품은 주택정원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정원의 장식적인 

역할을 하며 정원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

•주택정원에서 주로 쓰이는 정원등은 크기가 1500~2000mm 이며, 전반확산의 

배광 형태로 설치하면 야간에도 정원 내 분위기를 은은하게 만들어 줌

•조명등은 조명기능 외에 그 자체적으로도 하나의 정원구성요소이므로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추어야 하며 주변의 다른 요소들과 형태와 질감, 색채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조형물 사례 석등 및 석재 첨경물의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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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설물 소재 물성에 따른 특징

•목재

 - 목재는 종류에 따라 목재강도와 무게, 표면의 느낌, 갈라짐현상 등의 차이가 나

타나며 하드우드계열의 목재는 강도와 내구성, 습기와 해충에 강한 성질을 지님

 - 목재의 변형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얼룩현상을 막기 위하여 주기적인 

오일스테인작업이 필요함. 특히 침엽수류는 필히 방부처리가 필요함

•석재

 - 선명도가 높고 성분이 균일하며 결집력과 강도가 높으며 색상이 일정하여야 

함

 - 국내에서는 가평석, 거창석, 고흥석, 마천석, 문경석 등의 석재가 많이 쓰임

(4) 설계도면 작업

가) 실시설계

•실시 설계과정에서는 기본 설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설

물의 정확한 규모, 사용 재료, 마감 방법, 수목의 규격과 위치, 수량 들을 도면으

로 작성한다. 시설물 배치도, 배식 평면도, 시설물 상세도 등이 작성된다. 

•시설물 상세도는 복잡한 시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작성 도면의 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대부

분의 도면은 평면도로 작성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을 부가적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실시설계에서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가 작성된다. 도면으로 설명

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다루어야 할 사항은 시방서를 작성하여 기록한다.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수목과 시설물의 재료별 수량을 산출하고 시공에 투입되는 

인부, 기계 등을 산정하여 일위대가,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다.

•실제 현장에서 정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배식 평면도 이외에 공사 계획 평

면도, 시설물 배치도, 계단, 연못 등 각종 시설물의 상세도, 식재 상세도 등을 통

합하여 묶은 정원 설계 도면집이 필요하다. 

•설계 도면집의 맨 앞장은 표지, 그 다음 장은 목차를 만들고 이후는 설계 도면을 

목차의 순서대로 배열한다.

나) 도면의 구성

① 정원종합계획

•공간조성개념을 설명 정원의 컨셉과 공간 배치, 형태의 구성원리를 설명할 수 있

는 종합적 계획안

•디자인 접근 방법과, 현황분석, 마스터플랜으로 구성

<EXPLANATION>

Maintanace

Healing

Reasonable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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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MASTER PLAN

■MASTER PLAN

■옹벽부위 Plan Simmulation

■식재계획

P: 진입로 옹벽 부위

S: 식재연출 보식 필요

P: 전정 공간 정리

S: 돌정리, 화단 보식

P: 후정

S: 바닥포장, 계단놓기

P: 전정 건물 임연부

S: 데크, 핸드레일, 계단/슬로프설치

P: 후정 연결공간

S: 슬로프설치, 문앞 계단설치

P: 텃밭 연결공간

S: 바닥정리

② 정원식재계획

•식물 소재에 대한 수량, 크기, 상태, 각종수종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배식 계획의 

표현

•수목식재계획: 교목, 관목(상록, 낙엽)

•초본류 식재계획: 다년생, 일년생, 실내식물, 지피식물, 포인트색채식물, 질감식물 정원 식재계획 사례이미지 2 

정원 식재계획 사례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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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정원 식재계획 사례이미지 3 

③ 정원시설물계획

•편의시설, 포장시설, 수경시설, 조명, 디자인요소 시설물에 대한 이미지와 도입 

위치를 표현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위한 작업으로 구체화 표현

■MASTER PLAN

정원 시설물계획도 사례이미지 1

정원 시설물계획도 사례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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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공상세도

•시설물이나 식재에 관한 상세한 시공설명이 필요한 곳에 대한 도면

•매설되는 부위나 세부적으로 시공법을 설명해야 하는 곳에 표현

⑤ 스케치 및 투시도

•의뢰자가 공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방법으

로 실제 현장 미팅에서 바로 작업하여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함

정원 시설물상세도 사례이미지 1

정원 스케치 사례이미지 1

정원 시설물상세도 사례이미지 2 정원 스케치 사례이미지 2

■KE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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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성비의 산출

① 식재공사비 산출

•재료비와 인건비

 - 수목가격은 순수히 자재비용이기 때문에 식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더해져야 

순수한 수목 1주에 대한 실제 시공비로 계산할 수 있음

•표준품셈

 -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있어서 소요되는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일반기준

 - 회사나 기술자마다 다양한 경험과 방법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공사비를 

산출

•수목가격의 조사

 - 재료의 가격은 매달 조사되는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인건비도 수시

로 변동 되므로 조사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근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재료

비나 인건비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

② 시설물공사비 산출

•현장 제작 시

 - 기초토공사에서부터 포장(판석, 블록), 인력운반까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물

량을 기초로 수량 산출 후 품셈과 자재비를 더하여 공사비를 산정함 

•완제품 조달 시

 - 현장까지의 운반비 및 장비사용여부,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부대적으로 현장에서 조력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도록 함

③ 공사원가 계산 

•건설 공사의 원가 계산의 목적은 적절한 공사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경영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찰에는 대부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공사 원가를 계산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공사비를 구성하는 원가 계산의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으로 구분됨

•공사 총 원가

•예정가격(도급 공사비) = 총 원가 + 부가가치세(10%)

다) 설계안의 수정

•의뢰자의 계획안 변경 요청에 의한 계획안 수정

 - 의뢰자와 협의과정 중 계획안을 전면적 재접근 하거나 부분적 수정사항이 생

기면서 수정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의뢰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설계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줌

•과다 시공비로 인한 조정

 - 시공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예산부족이나 설계안의 과다한 시공비 책정된 부분

을 수정시켜 계획안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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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원 시공

(1) 시공 전 검토사항

가) 검토내용

•공사 필요한 재료, 공사의 내용과 방법, 설계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 주의사항 등

에 관한 검토

•해당 공사에 관한 특별, 표준, 일반 시방서 등 설계도면을 숙지

•필요 인력, 작업 기계, 재료, 도구 등을 공사 전 준비

나) 공정관리

•공정관리를 위하여 작업목록표, 막대 공정표을 이용하여 공사계획을 할 필요가 

있음 

•감독이 있거나 공정간에 간섭이 있는 경우 공정표 스케줄에 맞추어 보고와 협의

가 필요함

(2) 정원시공

가) 토공사, 구체작업 공사

•시설물 기초화 식재 기반을 위하여 토량변화율을 고려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처리등의 토공사 작업을 계획하고 진행함

•지형변화가 이뤄지는 마운딩 공사에서는 소석회로 경계표시를 하고 쌓은 흙이 

30~60cm가 될 때마다 다져주면서 층층마다 균등한 지지력이 유지되도록 함

•흙쌓기 작업이 끝나면 지표면을 삽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설계서 준하여 작업되었

는지 검토

•구체작업 공사에서는 시설물 기초작업을 위하여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전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후 다짐, 표면마무리, 양생, 거푸집제거

의 순서로 작업을 진행

나) 정원시설물공사

•수경, 조형물, 포장, 조명 등 다양한 시설물 설치 공사전 배수, 배전 등의 기타 수

반 공사 여부를 확인 후 작업

•포장시설물 작업시 지반 다짐이 매우 중요하며 콘크리트 작업으로 줄눈을 넣지 

않을 경우 잔디식재를 하는데 지반이 침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탕준비, 포장, 

줄눈, 양생기간에 걸쳐 진행 절차를 확실히 점검하여야 함

•시설물과 기초의 연결은 직접 기초에 지지하는 방법과 연결 철물을 이용하는 방

법이 있는데 목재 기둥의 경우, 지면과 접촉되는 면이 섞지 않도록 처리가 필요

하며, 고정용 철물을 이용시에는 기둥이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하여야 함.

•고정 위치와 마감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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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원식재공사

① 운반

•수피와 뿌리분을 보호하며 구덩이 뿌리분을 인력이나 크레인으로 들어 올림

•캔 수목을 운반하는 방법은 목도나 이륜차를 장비를 이용함

② 식재

•기질 거름은 완숙된 것을 사용해야 함

•배수가 나쁠 때에는 구덩이를 깊이 파고 자갈을 넣어 배수층을 만든 다음, 흙을 

덮고 심는다.

③ 지주목의 설치

•지주목의 설치형태는 수목의 규격과 위치, 방법에 따라 단각형, 이각형, 삼발이

형, 삼각지주, 사각지주, 당김줄형, 연계형, 매몰형이 있음

•가장 일반적으로 삼발이형이나 사각지주를 많이 사용하며,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좋아야 함

④ 수간보호

•이식한 나무의 수간 보호를 위해서 수분억제, 피소방지, 동해방지, 물리적 상처

방지, 병충해 침입방지를 통해 수목의 활착을 돕고자 함

⑤ 관수작업

•이식한 뒤에 주변 토양이 건조할 경우, 충분한 관수를 통하여 수목의 활착을 돕

도록 함

•지나친 관수는 토양 안의 공기량을 줄이고 토양온도를 저하시켜 수목 활착에 좋

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함

⑥ 멀칭

•멀칭이란 수목 주변의 지표면을 볏짚, 솔잎, 나무껍질, 우드 칩으로 덮는 것을 말

함

•기능적으로 잡초발생억제, 수분증발감소, 표토유실방지, 여름철 토양온도 상승 

억제, 겨울 토양동결 완화, 토양경화방지, 토양입단화를 통한 공극률증가, 미생

물 생장 촉진, 멀칭 재료의 부식 후 비옥도 증가, 염도 조절을 목적으로 함

•멀칭 재료는 뿌리분 지름의 3배 정도 되는 면적을 원형으로 덮는다.

•멀칭의 두께는 5~10cm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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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1. 다음은 정원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 건물의 미관 향상  ㉯ 주변의 기후 조절

   ㉰ 건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 ㉱ 공간 축소

2. 다음 중 정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 위요공간(圍繞空間)으로서의 정원 ㉯ 건강관리(健康管理)공간으로서의 정원

   ㉰ 열락장소(悅樂場所)로서의 정원 ㉱ 가용(家用)생산환경으로서의 정원

3. 조경사적인 양식에 따른 정원의 유형을 구분한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 자연풍경식  ㉯ 인공 정형식

   ㉰ 기능식  ㉱ 절충 혼합식

4. 수목 종류에 따라 규격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정형적인 수형을 가지는 상록 침엽수인 

독일 가문비의 규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

 ㉮ 수고 (H) x 수관 폭 (W) ㉯ 수고 (H) X 길이 (L)

   ㉰ 수고 (H) x 근원지름 (R) ㉱ 수고 (H) X 흉고 (B) X 근원지름 (R)

5. 다음 도면 내용 중 가장 큰 축적을 적용해서 크고 자세하게 그리는 것은 ?

 ㉮ 입면도   ㉯ 평면도

 ㉰ 단면도   ㉱ 상세도

6. 설계 계약을 위한 설계 용역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

  ㉮ 성과품 목록  ㉯ 일의 범위

  ㉰ 설계비용과 지불계획 ㉱ 설계자의 포트폴리오

7.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3대 별장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 메디치장  ㉯ 에스테장

   ㉰ 랑테장  ㉱ 파르네제장

8. 수목 규격표시를 H x B로 적용하는 수종은 ?

 ㉮ 은행나무  ㉯ 소나무

   ㉰ 느티나무  ㉱ 단풍나무

9. 공사 원가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재료비  ㉯ 단가

   ㉰ 노무비  ㉱ 이윤

10.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고 주장한 영국 풍경식 조경가는 ?

 ㉮ 옴스테드  ㉯ 렙턴

   ㉰ 켄트  ㉱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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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 선비들의 정원인 별서정원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 경회루 ㉯ 소쇄원 ㉰ 다산초당 ㉱ 부용동원림

12. 중국의 정원은 산과 물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암석이나 흙을 쌓아올려 산을 만들 

 고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다나 산으로부터 가져와 직접 이용하는  

 크고 괴상한 돌을 무엇이라 하는가 ?

    ㉮ 마천석 ㉯ 화강석 ㉰ 영대 ㉱ 태호석

13. 이식한 나무의 수간 보호를 위해 수간을 감는 목적이 아닌 것은 ?

  ㉮ 활착억제  ㉯ 동해방지 ㉰ 수분증발 억제          ㉱ 물리적 상처방지

14. 정원(庭園)은 일본식 표현이다. 중국에서는 무엇이라 하는가 ?

    ㉮ 가원(街園) ㉯ 화원(花園) ㉰ 임원(林苑) ㉱ 원림(原林)

15. 정원설계의 순서로 적합한 것은 ?

    ㉮ 의뢰인 상담 → 조사분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조사분석 → 의뢰인 상담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본설계 → 의뢰인 상담 → 조사분석 → 실시설계

    ㉱ 조사분석 → 기본설계 → 의뢰인 상담 → 실시설계

16. 실시설계에서 작성되는 설계도서가 아닌 것은?

   ㉮ 내역서 ㉯ 시방서 ㉰ 개념도 ㉱ 도면

17. 정원소품 중 휴게소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평상 ㉯ 벽천 ㉰ 탁자 ㉱ 그늘천막

18. 정원에 쓰이는 조명을 배광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에 속하지 않은 것은 ?

  ㉮ 전반확산 ㉯ 간접조명 ㉰ 반간접 ㉱ 경관조명

19. 수목 이식 후 멀칭을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 잡초 발생 방지  ㉯ 수분 증발 감소

    ㉰ 토양 경화방지  ㉱ 토양 미생물 생장 억제

20.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식 정원이 만들어진 궁궐은 ?

  ㉮ 창덕궁  ㉯ 경복궁 ㉰ 덕수궁 ㉱ 경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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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단–아름다운 모임

화단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꽃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이다. 한 송이 꽃으로도 봄을 몰고 오듯이, 홀로 피어서도 

우리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꽃은 무리 지어 모아놓은 화단에서는 아름다

움의 각축장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화단은 꽃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으로 평지보다 약간 높게 조성되어 마치 신을 섬기기 위하여 마련한 단과 비슷

하다 하여 화단이라 불려졌다. 

성공적인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여주어야 할 주요 대상인 관람객도 중요하지

만, 화단의 주연인 식재 할 식물들의 건강한 관리를 위한 조성지역의 환경적 제약

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최상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1) 대상지 환경분석

아름다운 경관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식물들은 자연의 일부로 각자 고향이 있어

서 그 식물이 원래 자라던 자연환경을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실제로 

화단이 조성되는 공간은 사람들 사이의 공간이 대부분이기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양조건, 광선조건, 수분조건 등의 환

경요인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합한 식재와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토양, 광, 수분조건을 세심하게 고려 하였을 때 정원이나 공원 등에서 가장 알

맞은 화단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즉, 화단을 조성할 장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만 정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 부지의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라’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환경분석이 끝나면 

그러한 환경에서 잘 자라거나 견디는 식물을 선별하여 식재하면 된다.

02Part 화단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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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

•사람도 온대, 열대, 한대 지역에 따라 생존전략이 다르듯이 식물들도 살아가는데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온대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식물

들이 15~25℃에서 잘 생육하지만 계절이나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식물을 

배치함이 성공적인 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야 할 환경요인이라 하겠다.

 온도 – 식물은 저마다 좋아하는 온도가 있으며, 그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

다. 일반적으로 너무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는 생육이 정지되지만, 적정 온도가 

되면 생육이 왕성해진다. 이는 식물들이 살아있는 한계온도를 간신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식물들이 요구하는 적당한 온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식물들도 종류에 따라서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고온성 식물, 낮은 온도를 좋아하

는 저온성 식물 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 식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절감 - 온도의 변함을 일 년, 열 두 달로 나타내면 계절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

다. 그리고 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지며 각 계절마다 서로 다른 식물

들이 피고 자라남으로써 각각의 화단을 수놓는다. 

봄 – 5월, 붉은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영산홍(Rhododendron indicum SWEET)  

여름 – 7월, 높아지는 온도와 함께 키도 자라는 칸나(Canna)

가을 –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꽃 국화과(Asteraceae) 식물들 

겨울 –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화단을 장식하는 관상용 꽃양배추

(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春

秋

夏

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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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로 조성한 화단을 말하며, 봄화단에는 추파일년초와 추식구근, 여름 및 가

을화단에는 춘파일년초 및 춘식구근류와 같은 초화류가 주로 이용된다.

•계절별 화단에 주로 이용되는 초화류와 구근류의 예는 아래 표와 같다.

화단종류 개화시기 주요 초화류

봄화단

4월
무스카리, 백합, 수선화, 아르메리아, 알리움, 크로

커스, 튤립, 프리틸라리아, 히아신스

5월

가자니아(훈장국화), 금어초, 금잔화, 기생초(금계

국), 꽃담배, 꽃도라지, 꽃잔디, 다알리아(종자), 데

이지, 델피늄, 디몰포쎄카, 라넌큘러스(종자), 로벨

리아, 루피너스, 리빙스톤데이지, 마가레트 데이

지, 물망초, 버베나, 석죽, 사스타데이지, 수레국화

(센토레아), 시네라리아, 아네모네(종자), 알리섬, 

양귀비, 오스테오스퍼멈, 작약, 주머니꽃, 카네이

션, 코레옵시스, 팬지, 비올라, 프리뮬러 등

여름화단 6월~8월

꽃고추, 꽃베고니아, 나팔꽃, 뉴기니아봉선화, 루

드베키아, 맨드라미, 메리골드, 미모사(신경초), 바

스라기꽃(헬리크리섬, 밀짚꽃), 백묘국, 백일홍, 봉

선화, 부용(히비스커스), 색동호박, 색비름, 샐비

어, 아게라텀(풀솜꽃), 아마란서스(잎맨드라미), 일

일초, 임파첸스(아프리카 봉선화), 접시꽃, 제라늄, 

종꽃(캄파뉼라), 채송화, 천인국(가일라르디아), 천

일홍, 콜레우스, 클레오메(풍접초, 거미꽃), 토레니

아, 페튜니아, 플록스, 한련화, 해바라기 

가을화단 9월~10월

과꽃, 국화, 아스타, 맨드라미, 메리골드, 샐비어, 

구절초, 해바라기, 가우라, 코스모스, 쑥부쟁이, 천

일홍, 포인세티아, 색비름, 설악초, 다알리아, 칸나

겨울화단 1월~2월
꽃양배추(중부지방에서는 12월 하순까지 이용), 

피라칸사, 보리

(3) 광

•성공적인 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환경

요인은 단연 광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조건을 직사광, 반양지(그늘이 약간 지는 정도), 반그늘(광이 조금 비치는 정도), 

그늘, 아주 어두운 그늘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해가 비

치는 시간과 그늘의 강도를 조합한 것이지만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정확한 수치로

써 표시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직사광선 - 초원이나 고원 지대의 광선에 해당된다. 야로우(Yarrows)나 해바라기 등

이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초화류이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이 비추는 지역이 해당된다.

반양지 또는 반음지 - 반양지는 하루에 반나절 정도 해가 드는 지역으로서 숲이나 

사바나의 경계 부분이 해당된다. 숲속에서는 키큰 교목의 비율이 약 25% 정도 되는 

곳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음지 및 심한 음지 -  음지란 교목류의 잎이나 가지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숲

속이 해당된다. 하루에 직사광선을 한 시간 미만 받는 곳이다. 심한 음지란 상록성 

침엽수 숲속처럼 햇빛이 지표면에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이나 영구적인 구조물로 

인하여 태양광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을 말한다.

•단순히 햇빛이 비치는 시간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도도 중요한 문제이다. 광도는 

위도에 따라서 다른데 적도지방에서는 고위도 지방에서보다 높다.

•낮은 지대보다는 높은 고산 지대에서의 광도가 높다. 식물은 종류별로 각각 고유

한 광포화점을 갖고 있는데 광포화점까지는 광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이 증가하

여 생장에 유리하지만, 광포화점 이상의 광도에서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

지 않고 생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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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식물은 높은 광도에서 광포화점을 보이고 음지식물은 낮은 광도에서 광포화

점을 보인다. 따라서 음지식물을 높은 광도에 노출시키면 잎이 타는 ‘잎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의 초화들은 해를 좋아하고 일조량이 많아야 화려한 꽃을 유지한다.

양지

반음지 음지

큰 나무나 건물 등의 그림자로 인해 하루에 몇 시간씩 그늘을 드리우는 반음지나 아예 해가 거의 들지 않는 음지에서는 자연행태에서도 적응

되고 최적화된 식물을 선발해서 식재해야 한다. 

(4) 토양

•토양은 정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식물을 지탱하고, 물과 

영양분을 보유 및 공급하며 급격한 온도변화로 부터 뿌리를 보호한다.

•토양의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성분은 광물질(미네랄)과 유기물질이다.

•광물은 모래, 미사, 점토 등으로 이루어 진다.

광물질 - 모래는 흙을 구성하는 광물질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큰 것으로서 그 크기는 

다양하다. 물과 양분을 보유하는 힘이 적지만 토양내의 배수와 공기순환을 잘되게 

한다.

•미사는 모래와 점토의 중간 크기의 광물로서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거친 느낌이 

든다. 수분과 양분을 지니는 힘은 모래와 점토의 중간정도지만 바람이 많은 지역

에서는 건조해지기 쉽다.

•점토는 입자가 가장 작은 광물로서 만졌을 때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러

한 점토는 양분과 수분의 보유력이 가장 좋지만, 배수성과 통기성이 극히 나쁘고 

건조할 경우에는 토양표면이 갈라지면서 뿌리가 끊어지면서 광선과 바람에 노출

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유기물질 - 낙엽, 줄기, 뿌리 등과 같은 식물체 또는 동물체 등이 썩은 것으로서 토

양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토양 속에서 잘 썩은 유기물질을 부식질

(Humus)이라고 한다. 부식질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여 건

강한 토양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원 토양은 앞에 설명한 세 종류의 광물질과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서 모래, 미사, 점토의 상대적인 구성비에 따라서 토성(Soil texture)을 구분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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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모래 약 40%, 미사 약 40%, 점토 약 20%로 구성된 토양을 양토(壤土, Loam)

라고 부른다(미국 농무성 토양분류법). 이런 경우 토양 전체 부피 중에서 고체물질(즉 입자)

이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물이나 공기, 양분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공극이 

50% 정도여서 식물생육에 좋다.

•대부분의 토양은 유기물질을 충분히 넣어줌으로서 토성을 개량할 수 있다. 또한 

토양 산도(PH)도 식물생육에 중요한 영향을 요인인데, 대부분의 식물은 약산성 토

양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산성토양을 좋아하는 철쭉류 등과 같이 특정 토양산도

를 선호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적절한 토양개량제를 첨가하여 토양산도를 개선하

여야 한다.

(5) 수분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서 식물에서 광합성의 원료

가 되고, 식물체내에서 무기 양분과 탄수화물을 운반하며, 잎과 줄기에서 증산되

어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토양 내에 수분이 과다할 경우에는 뿌리에 산소공급이 잘 안되어 뿌리에서의 호

흡작용이 나빠지게 된다. 이 결과 뿌리에서의 양분흡수는 물론이고 뿌리생장과 

활동이 저조해지고 심하면 뿌리가 썩어서 식물체가 죽게 된다. 또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산작용, 광합성 작용 등이 불량해지고 결국 식물생장이 나빠지게 된

다. 따라서 정원이나 화단을 만들고자 할 때는 대상 부지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

여 상습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거나 과습한 상태가 유지되는 토양이라면 근

본적인 대책을 세운 후에 식물을 심어야 한다. 또는 건조 또는 과습 상태의 토양

에 견딜 수 있는 종류의 식물을 선택하여 심어야 한다. 

 관수

 화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관수이다. 물은 양

분흡수 및 생장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수기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많은 경

험과 숙달로써 적시 정량의 관수를 가장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식물체에 직접 물이 닿아도 되는 관엽식물 등은 전체적으로 흩뿌려 관수

해도 상관없지만, 일년 초화와 같이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꽃에 직접 물이 닿으

면 녹기 쉬우므로 저면 관수를 해야 안전하고, 더욱 오래 관상할 수 있다.

 배수

 물을 주는 관수와 함께 물을 빼주는 배수 역시 빠뜨릴 수 없다. 토양이 과습하면 

그 속의 공기 유통이 적어지고 뿌리에 대한 산소공급이 불량하여 물질흡수율이 

저하되며 따라서 뿌리의 생장이 억제되고 결국은 괴사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단수

 식물이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수분을 적당히 공급해야 하지만, 휴면하고 있는 동

안에는 관수량 및 관수횟수를 줄이거나 관수를 중지해야 한다. 선인장과 다육식

물의 경우 얼지 않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월동시킬 때에는 관수를 약하

게 하거나 하지 않고, 양란류의 경우 꽃이 핀 후 에는 보통 관수를 매우 적게 한

다. 또한, 구근식물 등의 경우 월동 시 건조상태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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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단설계의 기본 원칙 

(1) 화단을 구성하는 요소

가) 선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한다. 선은 주로 물체의 가장자

리나 경계를 표시함으로서 면을 만들고 면은 다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선은 형상

의 기본 요소이다. 경관 구성에서 이용된 선에 따라 경관 전체의 분위기가 좌우되

기 때문에 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선은 그 굵기, 방향, 길이, 굴곡, 색 등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양하게 변한다. 선은 

크게 직선과 곡선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인데, 디자인에서는 자연적인 선과 인공

적인 선으로 나누기도 한다. 자연적인 선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에 의해 비교적 자유롭게 그려진 선도 여기에 속한다. 인공적인 선은 

수학 공식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선으로서 모든 직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공적인 

선이다. 삼각형, 사각형 등을 표현하는 직선이나 원이나 타원 등을 나타내는 곡선 

역시 인공적인 선에 포함된다.

자연적인 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감과 편안함

을 주고 있는데 반해 인공적인 선은 획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들어서 쉽게 싫증이 날 수 있다.

① 직선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에는 직선이 없기 때문에 직선은 가장 구별되는 인공적인 선

이다. 직선은 대체로 단호하고 긴장되고 딱딱한 느낌을 주며 직선이 지나치게 강조

된 정원은 분리감과 단순감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용은 피하는 것

이 대체로 원만하다.

사선은 방향성과 움직임이 특별히 강조되는 직선이기 때문에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부딪히면 조화를 흐트러뜨리는 힘이 크다. 그러나 사선이 갖는 동적인 느낌을 잘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정원에서의 직선의 이용은 진입로를 따라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심는 나무, 울타리 

식으로 심은 회양목, 정원 사이의 통로, 건물 앞에 평행하게 심은 식물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② 곡선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형상은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은 조화성

이 크다. 곡선은 편안함, 개방성,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곡선의 종류에 따라서 나

타나는 느낌도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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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태와 질감

① 형태(Form)

형태는 선이나 면이 복합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든 식물의 잎, 꽃, 가지, 열매 

등은 고유의 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성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형태는 인공적인 선에 의해 이루어진 인공형과 

자연적인 선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정원의 경관조성에서는 주로 원형, 구형, 정방형, 원통형, 반원형, 삼각

형, 피라미드형, 장방형, 사다리꼴 등의 인공형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영

국의 자연주의 정원과 동양 정원에서는 자연적인 선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형이 주

로 이용되고 있다.

화단이나 정원에 초화류를 식재할 때 화색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

이 모양이나 형태이다. 초화류의 형태는 크게 위로 자라는 원추형, 낮고 둥글게 자

라는 방석형 및 지표면에 기는 모양으로 자라는 포복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만한 곡선은 천천히 이동하는 느낌을 주는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나 오솔길 같

이 유동적인 연속성과 자연성을 나타내는데 유용하다. 완만한 곡선은 온화함, 편안

함, 느린 이동의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급하게 휜 곡선은 빠른 이동과 역동하는 느

낌을 준다.

곡선은 직선에 비하여 자연성이 크고 비교적 조화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잘 설계된 

정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산만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정원 사이에 있는 통로를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에서의 느낌을 통로를 직선으로 하는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서 

자연성을 더하고 편안함을 줄뿐 아니라 통로의 길이와 방향을 연장시킴으로서 걷

는 이로 하여금 정원이 보다 넓고 다양하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

화단도 곡선 또는 직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는데 사각형

의 화단이나 평지는 주로 정적인 느낌을 주고 완만한 곡선의 굴곡이 있는 화단은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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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형 화서를 가진 초화류는 뻣뻣하게 직립형으로 자라면서 보통 뾰족한 잎이나 

창 모양의 화서를 갖고 있는 델피니움, 디기탈리스(Foxgloves), 리아트리스, 접시꽃, 

살비아 등은 대표적인 원추형 식물로서 화단의 전체적인 윤곽을 입체적으로 변화

시켜 높이감을 더해주면서 단조로운 평면 화단의 중간에 자리하여 수평적 리듬을 

깨뜨리는 역할을 해주어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 올리게 된다.

•둥근 모양이나 물결모양의 흐름을 연출하는 방석형 식물을 이용함으로서 정원에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낮은 방석 모양으로 자라는 안개꽃류나 꽃잔디, 세덤

(Sedum)류 등은 각각 다른 높이로서 색상의 물결을 만들 수 있다.

 •초화류 식재 시 일부 숙근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 붓꽃은 개화기에는 약간 둥근형을 보이지만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서서히 원추형으로 바뀐다. 그리고 금낭화나 양귀비(Oriental 

poppies)는 빠른 시간 내에 커다란 덤불을 이룰 정도로 자라고 꽃을 피우지만 여름 

동안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런 경우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식물

을 미리 계획하였다가 보충하여 주는 것이 좋다.

② 질감(Texture)

질감이란 식물체의 꽃이나 잎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즉 ‘거칠다, ’‘중간이다’ 

또는 ‘부드럽다’와 같은 느낌을 말한다. 고사리류, 관상용 그라스, 패니큘라타 안개

꽃, 흰색 가우라 등은 부드러운 질감을 주는 대표적인 초화류들이다. 이들은 가까

이에서 보면 복잡하게 각각이 보이지만 거리를 두고서 보면 서로 융합되어 하나의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라늄 종류나 플록스와 같이 중간 정도의 질감을 주는 식물들은 멀리서 봐도 뚜렷

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대부분의 숙근초들은 거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의 식물 

모두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정원이나 화단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별 특징이 없는 밋밋한 정원에 확실한 변화와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거친 질감을 

가진 숙근초를 추가하기도 한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고사리 사이에 버티고 있는 커

다란 잎을 가진 ‘Frances Williams’ 옥잠화를 상상해 보라. 접시만한 커다란 꽃을 피

우는 부용은 당연히 사람들의 주목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식물들은 두 가지 질감을 동시에 가진 경우도 있다. 알케밀라(Alchemilla)속 식물

들은 꽃이 식물체를 뒤덮고 있을 때에는 부드러운 질감을 주지만 꽃이 없을 때에는 

약간 거친 질감을 준다. 또 야로우의 꽃은 거친 느낌을 주지만 잎은 부드러운 질감

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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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컬러

정원에서 색상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색상은 시원함과 따듯함을 

나타낼 수 있고, 물론 다른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공간의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색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색상의 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원에 뚜렷한 개성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여 

차분하게 안정이 되도록 할 수 있고 반대로 들뜨거나 심지어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계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사람의 시각은 보통 다섯 가

지기본 틀 안에서 색상을 느끼고 인식한다. 즉, 우리의 뇌는 색상을 우선 얼마나 붉

은가? 얼마나 노란가? 얼마나 푸른가? 얼마나 어두운가? 얼마나 밝은가? 등으로 

인식한 간략 정보를 종합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다양하고 오묘한 아름다운 

색상으로 느끼는 것이다.

모든 색상의 기본색은 빨강, 파랑, 노랑이다. 즉 이들 3원색은 모든 색을 만드는 기

본색으로서 이차 색상인 주황색은 빨강과 노랑색을 혼합하면 만들어진다.

같은 방법으로 빨강색과 파란색을 혼합하면 보라색이 만들어지고, 파란색과 노란

색을 섞으면 녹색이 형성된다. 우리가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화색의 차이는 이

들 기본 여섯 색상에 흰색과 검정색을 혼합하면 나타나는 Tint와 Shade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라색, 파란색, 녹색 및 옅은 분홍, 옅은 노란색 등은 차

가운 색으로 분류되고 밝은 노랑, 주황색, 빨강색, 짙은 빨강색 등은 따뜻한 색으로 

여겨진다.

따뜻한 색은 여름철의 정열적이고 들뜬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적합하다. 그리

고 시원한 색상을 이용하면 마음을 차분하고 부드럽게 하여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알맞다. 또 차가운 색상들은 실제 위치보다 더 멀리 보이는 효과가 있

는데 특히 청색과 보라색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다. 즉 밝은 화색을 가진 꽃들을 배

경으로 하고 그 앞에 청색이나 보라색 계통의 꽃을 심으면 실제 거리보다 훨씬 떨

어져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정원에 심는 다양한 식물체의 잎 색깔도 화단의 색상연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식물의 잎은 기본적으로 녹색이 대부분이지만 붉은색, 자주색, 노란색, 황금색, 회

색, 흰색, 청색, 오렌지색, 분홍색 등의 색상을 가진 경우 화색 못지않게 정원 전체

의 색상조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에 심겨진 꽃들의 화

색과 상대적으로 관상기간이 긴 엽색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색상환 이용하기

색상환을 이용하면 화단이나 정원에서 초화류의 색상을 보다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다. 옆의 색상환에서 보이는 인접한 색상을 가진 초화류를 혼식하면 무난한 화색

의 조화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색, 보라색, 붉은색 꽃을 가진 식물들을 혼식하

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등의 화색을 가진 꽃들

을 혼식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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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환에서 반대쪽에 있는 색을 보색(Complementary color)이라고 하는데 보색을 가진  

꽃들을 같이 심으면 현혹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즉 정원이나 화단

에 식재한 꽃들의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싫증이 나면 과감하게 보색을 추가하면 

효과적일 때가 있다. 보색은 반대쪽 색상을 더욱 밝게 보이게 하는데 보라색 - 노란

색 또는 청색 - 주황색의 관계가 좋은 예이다. 밝은 주황색 꽃양귀비와 보라색 꽃을 피

우는 수레국화(Centaurea)나 천일홍(Gomphrena)을 같이 심으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청색, 자주색 및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화단에는 밝은 노란색, 적색(Scarlet), 다홍색

(Cherry red) 꽃을 추가하거나, 붉은색(Red), 보라색(Purple) 및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단에는 진한 오렌지색을 섞어주면 훨씬 밝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사색 조화

색상환에서 근접한 두 색은 가장 친밀하며 서로 조화가 가장 잘 되는 색들이다. 이

와 같이 서로 가까운 색상을 가지는 꽃들을 이웃하여 심으면 가장 편안하고 보기에

즐거운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노랑색 장미는 적황색 원추리와 함께 심으면 색상

의 마찰 없이 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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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색의 대조

색상환에서 정 반대에 있는 색끼리는 서로 강한 대조를 나타낸다. 정원에서 인접한

색상을 가진 꽃만 심는다면 매우 단조롭고 관람에 있어서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황녹색(Yellow-green) 옆에 적자색(Red-violet) 꽃을 배치하거나, 황주황색(Yellow-orange) 옆에 

청자색(Blue-violet) 꽃을 심으면 서로의 색상을 강하게 부각시켜 주고 밝고 생동감이 

있는 화단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색의 지나친 사용은 너무 화

려하여 싫증을 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조색의 사용 없이 화단에 잔잔한 생동감과 변화감을 주기 위해서 색상환에서 정 

반대색의 좌우에 있는 근접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완전히 반대색인 

노랑색과 보라색의 혼식보다 보라색 대신에 인접색인 청자색(Blue-violet)이나 

적자색(Red-violet) 꽃을 심으면 지나치게 강한 대조를 피하면서 부드러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담하고 정열적인 붉은색의 이용

붉은색은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진지하거나 조용한 요소가 아니다. 반대로 

활기 넘치고 강렬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붉은색은 힘, 활력, 용기, 정복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붉은색은 피를 나타내고 역사적으로 황제, 투사, 영웅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용되어 왔다. 붉은색은 다른 측면의 이미지인 친밀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정원에서의 붉은 색은 심장이 뛰면서 열정, 사랑 및 흥분 상태를 

일으키는 요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밝은 붉은 색은 멀리서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멀리 보이는 정원의 구석에 심겨진 선홍색 꽃의 관목이나 초화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게 느껴지도록 한다.

밝은 노란색과 도도한 오렌지색의 이용

노란색만큼 기분을 밝고 산뜻하게 해주는 색도 없다. 붉은색과 마찬 가지로 

노란색도 우리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방법이 다르다.

붉은색이나 오렌지색이 대담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노란색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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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이고 간접적이다. 노란색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색 

중의 하나이다. 노란색은 붉은색과 마찬가지로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실제보다 

가까이 보이게 한다. 노란색과 붉은색의 혼합인 오렌지색은 우리가 사용하는 색 

중에서 가장 돌출적인 색이다. 오렌지 색상은 생동감을 주고 동시에 기분을 

명랑하게 만들어 주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진부하고 싫증나기 쉽다. 오렌지색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원에 악센트를 주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그 

어떠한 색상보다도 정원을 따뜻하고 멋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배경으로서의 녹색

푸른색과 노랑색의 혼합인 녹색은 모든 색중에서 휴식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녹색은 시원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요함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원에 신비스러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녹색은 항상 변한다는데 매력이 있다. 봄에 나온 에메랄드 색깔의 새잎이 

한여름으로 갈수록 깊고 진한 녹색으로 바뀐다. 각각의 정원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보면 모든 정원들이 서로 구분될 정도로 다른 녹색의 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색이 공격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녹색은 가장 

부드럽고 사색적인 색일 것이다. 녹색은 정원에 평화와 고요함을 항상 제공하여 

준다.

신선하고 순수한 흰색

흰색은 밝게 빛나면서 다른 색상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흰색은 정원의 전체적인 

색상을 부드럽게 하고 지나치게 그늘진 곳에 밝음을 더해주는 요소로 오래 동안 

이용되어 왔다. 그 어떤 색상도 제공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단순함을 제공한다. 

또 흰색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흰색 꽃은 녹색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가장 좋게 보인다.

크림색이나 조개껍질색, 상아색은 그 자체로서 매우 매력적이지만 순수한 흰색이 

우리들의 눈에 주는 느낌은 다를 것이다. 크림색과 같이 탁한 흰색은 정원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식물들과 어울려져서 색상이 풍부한 

팔레트처럼 보이게 하여준다.

밝고 사랑스러운 파스텔 색상

분홍색, 옅은 자주색, 라벤더색 등은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친밀감을 주는 

색이다. 분홍색은 붉은색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다른 색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온화한 부드러움을 준다. 분홍색 계통의 파스텔 칼라는 정원의 기본 

디자인에서 자주 이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히야신스나 장미에의 파스텔 칼라는 

우리의 정원에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을 가진 경치를 제공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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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물의 크기와 생장형태

어떤 식물들을 혼식할 것인가 즉 어떤 식물들끼리 짝을 지어 심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식물들이 최종적으로 다 자랐을 때의 크기와 형태를 미리 스케치하여 보는 

것이 좋다.

식물체가 다 자랐을 때의 폭과 키를 고려하여야 적절한 식재 간격을 정하고 어떤 

식물과 혼식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키와 폭을 고려하지 않아 화단에 심은 

초화류의 키와 형태가 모두 같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키가 다

른 식물체가 뒤죽박죽으로 섞여있어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한 종류의 세력이 너

무 왕성하여 옆에 심겨진 다른 초화류의 생육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것도 피하는 것

이 좋다.

(2) 화단 조성 – 식물심기

화단이나 정원에 대한 환경분 석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심고자 하는 식물의 목록

을 정하도록 한다. 이는 정원이나 화단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본인이 알고 있거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물 

중에서 화단의 토양, 수분상태, 광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식물 목록을 작성하

도록 한다. 다음에 그들의 색상, 개화기, 키, 폭 등을 각각의 이름 옆에 기록한다. 

이 작업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화단을 설계하는 동안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종류 초간(cm) 주간(cm) 종류 초간(cm) 주간(cm)

델피니움 30 15~20 백합 25 20

튤립 18 5 수레국화 30 18~25

백일홍 25 18~20 우단동자 30 20

풍접초 30 25 팬지 20 18

루피너스 25 15~20 사루비아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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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들의 단순반복 패턴

정원이나 화단을 실패 없이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한 종류의 식물, 

색상, 질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바르게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화단 조성과정

식물들을 직접 심기 전에 도면에 한번 그려 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처럼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다. 단지 대략적인 축척에 따라서 그 식물체의 일반적인 

형태(방석형인지, 원추형인지, 포복형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면 된다. 이러한 그림은 화단이나 

정원의 어느 부분이 동일한 질감으로 조성되어 너무 밋밋한지를 알려주게 되고, 

원추형이나 거친 질감의 식물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데이지

꽃베고니아

패랭이

맨드라미

화단을 실제로 시공하려면 관상의 방향이나 화단의 위치 및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화단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식물과 식재장소의 준비 및 초화류를 옮겨심기 

위한 제반사항들도 숙지하도록 한다. 완성 후에는 특히 초기 관수를 잘하여 

초화류의 뿌리 활착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하며 차후의 시비 및 제초작업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식물의 선택은 초화류의 개화기, 초장, 

화색이나 화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① 화단용 부지에서 눈에 띄는 돌이나 비닐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퇴비나 깻묵 

등을 ㎡당 1~2kg정도 살포한 뒤 트랙터 또는 삽을 이용하여 갈아엎는다. 이 때 

화학비료도 1㎡당 100~150g 정도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 작업은 초화류를 심기 며칠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으며 약 30cm 정도의 

깊이까지 갈아엎는 것이 좋다.

② 이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정리하면서 자갈이나 이물질을 다시  

제거한다. 필요시 배수로를 만들거나 화단을 분할하도록 한다.

③ 이 화단의 토양 정리가 완료되면 끈이나 모래, 회토 등을 이용하여 도면대로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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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계도면에 맞추어 줄과 간격을 맞추어서 초화류 모종의 지제부 부분이 가볍게  

묻힐 정도로 바로 세워 심는다. 심는 동안 땅이 다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판을 깔고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

⑤ 심기가 끝난 후에는 뿌리 아래 부분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충분하게 관수한다. 

이때 수압이 너무 강해 흙탕물이 튀어 초화류에 묻거나 모종의 뿌리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심은 후 3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초화류들은 활착되어 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에는 토양의 수분상태를 관찰하면서 건조되지 않도록 물주기를 하고 활착이 

안 된 포기는 제거 후 보식하도록 한다.

⑦ 개화기간이 짧은 초화류의 경우에는 다른 꽃으로 교체할 때까지 비료를 줄 

필요는 없지만, 페튜니아, 메리골드, 임파첸스 등과 같이 이용기간이 긴 식물의 

경우에는 중간에 추비를 주는 것이 개화상태를 좋게 한다. 또한 제초 및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병충해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화단의 종류

화단의 유형 및 특성  -  주요 테마의 구성 내용, 식물의 식재 형태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화단을 조성할 때는 항상 이용자중심의 관점에서 어떠한 미적 

요소를 부여할 것인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화단의 유

형을 선택해야 한다.

화단양식 - 모양과 지형에 따른 이미지에 의한 분류

가) 모둠화단(Assorted flower bed)

① 중심부에는 키 큰 식물을 심고 바깥쪽에 키가 작은 초화류를 식재하는 

형태이다.

② 주로 정원의 중심부나 관람로의 교차점에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으로 조성한다.

나) 경재화단(境栽花壇, Border flower bed)

① 건물의 벽, 울타리 등을 등지고 있는 공간이나 정원 길의 양쪽에 조성하여 

사람이 지나가면서 옆으로 보면서 감상하는 정원 형태이다.

② 숙근초를 주로 식재하며 벽 또는 뒤쪽에 키 큰 종류를, 앞쪽에는 키 작은 

초화류를 식재한다.

다) 자수화단(Carpet flower bed)

① 세밀한 설계도에 의해서 광장이나 관람로의 교차점에 낮은 평면으로 설치한다.

② 키가 작고 개화기간이 길며 색상이 화려한 초화류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

③ 흙이 보이지 않도록 밀식하고 주변에는 잔디를 식재하여 녹색바탕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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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침상화단(Sunken bed)

① 지표면 보다 낮은 부지에 조성된 화단의 형태로 한 눈에 들어오는 정원의 

형태가 장점이다.

② 관람객은 주로 전망대를 만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감상하게 된다.

마) 이동화단(Portable bed)

① 화분이나 행잉걸이 등의 이동성 용기에 식물을 심어 도로변이나 베란다 가로등 

등에 배치하는 화단으로 주로 꽃이 화려하거나 늘어지는 건조에 강한 꽃이나 

채소를 식재한다.

②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도시의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불특정 다수의 다중 이용시설들이 많다 따라서 어느 곳이든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성이 좋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다양한 포터블가든이 도시 곳곳에 아름다움과 

활력을 주는 악세사리같은 기능을 해준다. 

바) 담장화단(Wall flower bed)

① 큰 암석 등을 이용하여 쌓아 올린 벽의 틈 사이에 건조에 강한 지피식물, 

다육식물, 관목 등을 식재하여 조성한 형태이다.

② 건조에 강하면서 키가 작고 아래로 늘어지거나 둥근 방석모양을 이루면서 

자라는 식물들을 많이 이용한다. 

사) 노단화단(Terrace flower bed)

① 경사지을 이용하여 계단 모양의 화단을 조성하거나 플랜트박스를 계단형식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식물을 심어 조화시킨 화단이다. 

② 지역환경경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전시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모둠화단(Assorted flower bed)

담장화단(Wall flower bed)

이동화단(Portable bed)

경재화단(Border flower bed)

자수화단(Carpet flower bed)

침상화단(Sunken garden)

화단식재 – 식물재료에 따른 분류

사용되는 식물재료의 특성 또는 많이 사용되는 식재식물 등에 따라 1·2년초 화단, 

숙근화단, 구근화단, 수변화단, 암석화단, 채소화단, 허브화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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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년초 화단(Anual Bed)

① 한해살이 초화나 파종해서 첫해에 자라서 이듬해에 꽃이 피는 식물들로 조성된 

화단

② 다양한 디자인과 시도가 가능한 가장 화려한 초화들이 주로 식재 되어 시각적인 

효과는 뛰어나나  노력과 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나) 숙근화단(Perenial Bed)

① 다년생 숙근초화들로 조성되어 한번 심어놓으면 바꾸어줄 필요가 적고 키가 크

거나 볼륨감이 있어 깊이감 있는 연출이 가능하여 최근 많이 조성되는 추세이다

② 쉽게 바꿀 수 없기에 성공적인 연출을 위해서는 화단 설계 및 조성과 관리에 전

문적인 식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다) 암석화단(Rock Bed)

① 주로 척박한 지역의 돌과 어울리는 습성을 가진 건조에 강하고 키가 낮으며 포

복형으로 자라는 식물들로 조성되는 화단이다.

② 지하뿌리의 생육이 더 중요해 배수가 잘되어 습하지 않게 관리해주고 일조량이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라) 수변화단(Bog Bed)

① 물을 좋아하거나 물가에 잘 사는 식물들을 이용하여 만든 화단이다.

② 물의 순환이 중요하고 너무 무성해지기 쉬운 습성을 가진 식물이 많아 관리에 

유의해 주어야 한다. 

마) 채소화단(Vegetable Bed)

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며 관상적으로 아름답게 조성되는 화단이다.

② 채소와 함께 병해충을 막아주는 초화를 활용하여 장식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바) 허브화단(Herb Bed)

① 향이 있는 허브식물들로 조성된 화단으로 주로 라벤다, 로즈마리, 세이지등이 

이용된다.

② 지중해가 고향인 허브식물이 많아 고온 다습을 싫어해 생육이 어려운 여름철 관

리가 중요하다.

1·2년초 화단(Anual Bed)

암석화단(Rock Bed)

채소화단(Vegetable Bed)

숙근화단(Perenial Bed)

수변화단(Bog Bed)

허브화단(Herb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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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1. 올바른 식물심기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토양 ㉯ 수분  ㉰ 햇빛  ㉱ 도구

2. 화단을 구성하는 요소중에서 방향성과 움직임이 특별히 강조되는 선으로 부딪히면 조화를 

흐트러뜨리는 힘이 커서 동적인 느낌을 잘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은?

 ㉮ 직선  ㉯ 사선 ㉰ 곡선 ㉱ 교차선

3. 중심부에는 키 큰 식물을 심고 바깥쪽에 키가 작은 초화류를 식재하는 형태로 주로 정원의

중심부나 관람로의 교차점에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으로 조성하는 화단은?

 ㉮ 노단화단 ㉯ 모둠화단 ㉰ 담장화단 ㉱ 자수화단

4. 다음 설명에 적합한 화단양식을 고르시오. 공원, 학교, 병원, 광장 등의 넓은 부지의 원로, 보

행로, 도로 등과 산울타리, 건물, 연못 등을 따라서 조성되는 나비가 좁고 긴 화단, 키가 작은 

화초로 매리골드, 팬지, 튤립 등이 식재된다.

 ㉮ 리본화단 ㉯ 경재화단  ㉰ 모둠화단  ㉱ 침상화단

5. 화단조성을 위한 대상지 환경분석에 먼저 검토해야 할 3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교통환경  ㉯ 토양조건  ㉰ 광선조건  ㉱ 수분조건

6. 여름화단을 꾸미는데 적합한 초화류인 것은?

 ㉮ 튤립  ㉯ 매리골드  ㉰ 데이지  ㉱ 수선화

7. 성공적인 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환경요인은 단

연 광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적으로 광조건을 5단계로 구분하는데, 하루에 반나절 정도해

가 드는 지역으로서 숲이나 사바나의 경계 부분이 해당되는 광조건은?

 ㉮ 직사광 ㉯ 반양지  ㉰ 반그늘  ㉱ 그늘

8. 양지식물은 높은 광도에서 광포화점을 보이고 음지식물은 낮은 광도에서 광포화점을 보인

다. 따라서 음지식물을 높은 광도에 노출시키면 잎이 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 잎마름현상  ㉯ 잎노출현상  ㉰ 잎뎀현상  ㉱ 잎가림현상

9. 낙엽, 줄기, 뿌리 등과 같은 식물체 또는 동물체 등이 썩은 것으로서 토양의 생명력을 유지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토양 속에서 잘 썩은 유기물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 부식질  ㉯ 광물질  ㉰ 미사  ㉱ 점토

10. 색상의 기본 3원색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파랑  ㉯ 녹색  ㉰ 빨강  ㉱ 노랑

11.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 보라색, 파란색, 녹색 및 옅은 분홍, 옅은 노란색 등은 차가운 색으로 분류된다.

 ㉯ 따뜻한 색은 여름철의 정열적이고 들뜬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적합하다.

 ㉰ 차가운 색상들은 실제 위치보다 더 가까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

 ㉱ 밝은 노랑, 주황색, 빨강색, 짙은 빨강색 등은 따뜻한 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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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붉은색이 공격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이 색상은 가장 부드럽고 사색적인 색 

 으로 평가된다. 이 색상은 정원에 평화와 고요함을 항상 제공하여 준다고 한다. 이 색상은     

  무엇인가?

  ㉮ 녹색 ㉯ 보라  ㉰ 주황  ㉱ 노랑

13. 식물체의 꽃이나 잎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즉 ‘거칠다’, ‘중간이다’ 또는 ‘부드럽다’와 

  같은 느낌을 말하는 디자인 요소는?

  ㉮ 색상 ㉯ 질감 ㉰ 형태 ㉱ 선

14. 입자가 가장 작은 광물로서 만졌을 때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양분과 수분의 보유력 

 이 가장 좋지만, 배수성과 통기성이 극히 나쁘고 건조할 경우에는 토양표면이 갈라지면서 

  뿌리가 끊어지면서 광선과 바람에 노출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는 토양은?

  ㉮ 부식질 ㉯ 점토 ㉰ 모래 ㉱ 광물질

15. 공원이나 정원의 주 관람로 지표면 보다 낮은 부지에 조성된 화단의 형태로 관람객은 위에 

 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감상하게 되는 화단은?

  ㉮ 경재화단 ㉯ 모둠화단 ㉰ 침상화단 ㉱ 자수화단

16. 모래 약 40%, 미사 약 40%, 점토 약 20%로 구성된 토양을 무엇이라 하는가?

  ㉮ 식토 ㉯ 사토 ㉰ 양토  ㉱ 사질양토

17. 다음의 화단설계의 기본 원칙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화단을 실제로 시공하려면 관상의 방향이나 화단의 위치 및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식물들은 각각의 고유한 생장 주기와 개화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원사는 우리 원 

   하는 식물체가 제공하는 화색, 형태, 질감을 정원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식물들을 직접 심기 전에 도면에 한번 그려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해야한다. 

 ㉱ 식물의 선택은 초화류의 개화기, 초장, 화색이나 화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8. 모든 생명체의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서 식물에서 광합성의 원료가 되고, 식물 

  체내에서 무기 양분과 탄수화물을 운반하며, 잎과 줄기에서 증산되어 식물의 체온을 조절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

  ㉮ 수분 ㉯ 부식질  ㉰ 토양  ㉱ 광(빛)

19. 봄화단을 꾸미는데 적합한 초화류인 것은?

  ㉮ 꽃잔디  ㉯ 나팔꽃  ㉰ 접시꽃  ㉱ 사루비아

20. 정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으며, 정원에서 이것보다 더 강력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디자인 요소는?

  ㉮ 형태  ㉯ 질감  ㉰ 색상  ㉱ 개화기



화단관리

03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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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수하기

(1) 관수관리

•땅에 식재된 식물은 다른 인공적인 용기에 식재된 식물에 비해 물관리가 용이하

다.

•이식 후 또는 건조한 봄이나 여름철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물체에 관수하는 물은 깨끗한 물이 좋다. 

•초본류가 목본류 보다 관수에 주의를 요함

•옥상정원과 같이 인공지반에 식재된 곳은 쉽게 건조해지므로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너무 습하게 되면 식물체가 도장하고 연약하여 각종 병해충에 감염되기 쉽다. 

(2) 관수시기

•아랫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시점

•표토를 주먹으로 쥐어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한 경우

•정원수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 장기 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

•잔디의 관수횟수는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03Part 화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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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의 종류와 토성에 따른 식물이 이용가능한 수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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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수방법의 종류

•보통 오전 10 ~ 11시 경 실시 

•겨울철관수는 오전 10시 ~ 오후 3시전에 마친다.

대표적인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 매설

구 분 적용수종

침수식관수법

•수간 주위에 물분을 설치하여 수분 공급

•급수구의 위치나 토성에 따라 고르게 관수되지 못하는 경우

•측방에서 천천히 스며들도록 하는 것으로 지면을 고르게 해야 함

•급수구 쪽은 표토유실 방지를 위해 자갈 등으로 피복하면 효과적

도랑식관수법
•정원수를 중심으로 3개의 도랑을 설치

•투수율, 토양의 경사도, 유속 등에 따라 도랑을 통해 비교적 균일하게 관수

스프링클러식1)

관수법

•나무와 잔디를 함께 관수할 때 이용 가능 - 큰 면적 동시관수 가능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자동관수가 가능하므로 노동력 절약하고 균일한 관수 가능

•토양내로 정상적인 투수 속도보다 빠르므로 유량을 조절

•대개 새벽시간에 하는데 이때 수압이 높고, 바람이 적으며, 새벽에 젖어 있던 잎과

   가지가 낮에 마름으로써 습기로 인한 병을 예방 가능

•지표면 유실이 많고 토양경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음

점적관수
(물방울관개법)

•각 수목이나 지정된 구역에 작은 낙수구멍을 통해 낮은 압력수를 일정비율로 서서

   히 관개하는 방법

•주로 용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어린 나무, 낮게 자라는 나무에 사용

•필요한 시기에 물을 공급하여 시간 및 인건비 절감

•2~3일 간격으로 물주기 하는 것이 좋음

•집중관수방법으로 관수량 절감효과 높음

1)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넓은 면적에 살수할 때 쓰이며 노즐, 송수호스, 펌프로 구성되며 송수된 물이 노즐의 반동팔을 스치면서 반동에 

    의해 분당 1~2회 회전한다. 살수각도는 360˚, 180˚의 것이 있으며 종류는 저각도용, 범용, 광역용, 정원용 등이 있다.

(4) 관수요령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뿌리깊이까지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표토가 마르고 지하부 0.5~1cm 깊이의 토양에 수분이 남아 있을 때 관수한다.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

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 이식

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봄, 가을철에는 1일 1회 오전 10시경 관

수. 여름철이나 수분을 좋아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오후 4~5시경에 한번 더 관수

•잔디는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

느 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관수한다.

•관수 후 뿌리 주변을 멀칭(우드칩, 트리매트 등)을 덮어 주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점토질과 같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노지의 가장자리에 식재된 식물의 관수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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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초관리

(1) 잡초의 특성

•잡초2)종자는 덜 익어도 후숙을 통하여 발아가 되는 것이 많고 오랜 기간을 묵어

도 발아력을 잃지 않고 발아하는 특성이 있다.

•잡초는 다산성이고 환경내성이 강하며 연중 계속하여 발생한다. 잡초의 생육적

온도는 일반 식물과 같이 15~35℃ 범위이며, 그늘, 반그늘, 양지 및 습지 등에서 

잘 자란다.

•산성토양에 강한 잡초 : 뚝새풀, 쇠뜨기, 물달개비, 여뀌 등

•산성토양에 약한 잡초 : 냉이, 가래, 별꽃 등

•산성토양과 관계가 적은 잡초 : 바랭이, 쑥, 개미자리 등

(2) 잡초의 분류와 피해

가) 잎의 형태 

•광엽잡초 : 서양민들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토끼풀 등

•화본과잡초 : 물새피, 뚝새풀, 왕바랭이, 방동사니 등

나) 생장주기별 : 1년생, 2년생, 다년생

다) 잡초의 피해 

•양분과 수분을 뺏어 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주며,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광합성작

용을 방해, 바람을 막아 증산작용을 해치고, 여러가지 병해충의 발생을 조장, 잔

디밭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3) 제초방법

가) 호미, 제초포크를 이용하여 제거하기

•잡초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면서 뽑아낸다.

•지하경, 포복경으로 번식하는 토끼풀 등 고질적 잡초는 줄기 및 뿌리, 지하, 포복

경까지 완전히 뽑아낸다.

•잡초제거는 열매가 결실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으면 특히 발생초기에 제초하

면 유리하다.

나) 재배적인 방법

•식물을 식재하기 전에 잡초를 완전히 제거한다.

•잔디를 자주 깍아 주어 밀도를 높여 잡초의 발생을 억제한다.

•잡초의 꽃이 피기 전에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광엽잡초류(좌로부터 서양민들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토끼풀)

화본과잡초류(좌로부터 물새피, 뚝새풀, 왕바랭이, 방동사니)

2) 잡초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 또는 ‘없어야 할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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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초제를 이용하여 제거하기

•소형분무기로 제초제 뿌리기 : 잡초가 띄엄띄엄 발생한 경우에는 소형분무기로 

제초제를 살포한다.

•가압식분무기로 제초제 살포하기 : 잔디밭 전체에 잡초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압식분무기로 살포한다.

•동력분무기로 제초제 살포하기 : 잔디밭의 규모가 클 경우 동력분무기를 이용하

여 제초제를 살포한다.

(4) 제초시기

(6) 제초제 약제살포

가) 제초제의 종류

•제초제는 특정한 잡초만 죽이는 선택성제초제와 잡초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죽

이는 비선택성제초제가 있다.제초제가 식물체에 접촉된 부위만 죽이는 접촉형과 

식물체 내로 흡수되어 전체를 죽이는 이행성제초제가 있으며 처리시기에 따라 파

종전, 발아전, 발아후 처리제로 나눌 수 있다.

•발아전 제초제 : 론스타유제, 스톰프유제(50%), 데브니놀유제(50%)

•경엽처리제 : 2.4-D, MCPP액제(50%), 밧사그린 액제, 파란들(10%)수화제

•비선택성제초제 : 글라신 액제(근사미), 그라목손 액제

•약제를 균일하게 살포하기 위하여 1회에 살포하지 않고 살포방향을 가로, 세로 

교차하면서 여러번 나눠 살포한다

•파란들은 완효성약제이며 한지형잔디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디캄바액제(반벨)은 사용 시 주변 수목에 약해가 발생하므로 사용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

•스톰프수화제는 뗏장 형성 전과 벤트그라스에는 사용금지

•광엽잡초가 발생된 이후에는 2.4-D같은 선택성 제초제로 잡초가 난 부위에 1회 

이상 살포하여 제거한다

나) 제초제 조제방법

•액제 : 물에 잘 녹여서 조제한다.

•수화제 :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전착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다.

•입제 : 약제와 다른 물질을 넣어 입자로 조제한 것으로 소규모 면적에 사용한다.

다) 제초작업 시 주의사항

•사람이 제초용 호미로 뽑을 때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한다

(5) 시기별 제초제 사용방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도구 비 고

정원, 공원
호미, 제초호미

제초제
2~3회/년

경기장 제초제, 동력분무기 4~5회/년

골프장 제초제, 동력분무기
잡초생육기

(발생초기)

처리시기 품목명 상품명 적용잡초 사용방법 사용량(㎡)

잔디휴면기

디클로베닐입제 카소론

1년생, 다년생,

광엽잡초

화본과잡초

토양처리

4㎖

5㎖디클로베닐,

이마자퀸입제
카이저

3㎖

벤셀라이드유제 론 파 6㎖

잡초발생전
이마자퀸입제 톤-앞

경엽처리

0.4㎖

이마자퀸입제 톤-앞 0.07㎖

잡초생육기
플라자설푸론 수화제 파란들 토끼풀

광엽잡초
0.5㎖

메코프로프액제 M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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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를 사용할 때에는 기상조건을 살펴서 식물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오기 직전

에는 살포하지 않는다.

•제초제는 반드시 해당 잡초에 적용되는 것만을 골라 살포해야 하며 살포량도 알

맞게하여야 한다.

•야외에서 살포하는 경우 바람을 등지고 실시한다.

•제초제를 뿌릴 때는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어 해당 잡초만 약액이 살포되도록 한다.

•실내에서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제초제 살포가 끝난 후에는 몸을 비누로 깨끗이 닦아주고 제초제 약액 등은 어린

이 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고 사용한 분무기는 깨끗하게 세척하여 

보관한다.

3. 월동관리

(1) 월동관리란?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의 겨울은 기온이 낮아 수목이 동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목이 가지고 있는 생육한계온도보다 더 낮은 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월동

작업이 필요하다.

•이식수목, 초화류, 남부지역의 수종이 겨울철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월동작업은 11월 초순~12월 

초순이며, 기후를 감안하여 시행하되 초기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추위에 약한 나무들을 방치하였을 경우나 가을에 옮겨 심어서 잔뿌리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나무들은 겨울철 이상고온이나 갑작스런 저온현상 등에 의하여 피

해를 받게 된다. 겨울철 피해현상을 동해라 하는데, 이들 피해로는 서리에 의한 

상해, 눈에 의한 설해, 저온에 의한 한해 등이 있다.

•나무들이 겨울철 동해를 받기 쉬운 장소는 오목한 지형으로 일교차가 심한 남쪽

방향, 큰나무보다는 어린나무, 건조토양보다는 다습한 토양, 북서계절풍이 심한 

지역에서 나무가 해를 많이 받게 된다.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소나무, 향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백목련, 단풍나무, 느티

나무, 대추나무 등은 별도의 월동대책이 필요 없지만, 가을에 옮겨 심었거나 어

린나무 경우는 월동대책이 필요하다.

•남부지역에서 자라는 남천, 감나무, 장미(덩굴 장미 제외), 배롱나무, 후박나무, 수국, 

히말리야시다, 동백나무, 모과나무, 편백 등은 월동대책이 필요하다.

(2) 월동방법

가) 줄기싸주기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피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

의 피소 및 수피의 상렬을 방지하고, 병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

마대,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나) 뿌리덮개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식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자갈, 우드칩, 왕겨 등을 덮어 준다.

다) 방풍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 조치하거나 뿌리덮개와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

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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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

을 때, 지형과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

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토양 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증산억제제 살포 

•겨울에 영산홍이나 회양목에 증산억제제를 뿌려 주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3) 겨울 화단 관리(12, 1, 2월)

가) 방한과 보온

• 11월에 이어서 서리 방지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을 때는 12월 상순에 끝내도록 한

다. 방한의 목적은 곧 식물을 차가운 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간단

한 서리 방지로써도 주야의 온도차를 적게 할 수가 있다.

• 극히 사소한 바람 방지 정도의 장해물로써도 방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서리 

방지는 보통 북쪽은 지면에 붙이고 남쪽을 40~50°로 해서 햇볕을 잘 들게 하는 

한쪽 지붕식으로 하고 갈대발이나 거적, 멍석, 가정에서 여름에 사용한 오래된 

발 종류, 비닐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가정의 폐품을 유효하게 사용

하기를 권유한다.

나) 간단한 서리 방지 방법

• 한쪽 지붕식의 것을 만드는 것 외에 삿갓을 세우거나, 가정용의 돗자리로 둘러싸

거나, 그 외에 뿌리 쪽에 마른 풀을 깔아주도록 한다. 뿌리 주변에 마른 풀을 깔

아주는 것을 마르틸이라고 하며 건조와 잡초의 생육을 막고 서릿발에 의해 뿌리

가 뜨는 것과 비가 내릴 때의 빗물이 튀는 것을 막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잎과 줄기가 말라 뿌리 포기가 남아 있는 숙근초류는 포기 주위에 

멀칭을 하면 효과적이다.

다) 비닐 하우스

• 프레임과 비닐 하우스에 의한 방한 방법으로 가을에 파종하는 화초의 묘판 등은 

반원형의 터널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 방법의 경우는 맑은 날 오전 10시 경에 비

닐을 벗겨 환기시킨다.

• 오전 10시부터 4시경까지 개폐해 주지 않으면 하루 중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서 

무덥거나 저녁에 따뜻한 공기를 놓쳐버리게 된다. 게다가 프레임의 경우 바깥 기

방한덮개 조성 사례

뿌리덮개 조성 사례

방풍막 조성 사례

나무수피 감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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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

을 때, 지형과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

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토양 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증산억제제 살포 

•겨울에 영산홍이나 회양목에 증산억제제를 뿌려 주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3) 겨울 화단 관리(12, 1, 2월)

가) 방한과 보온

•11월에 이어서 서리 방지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을 때는 12월 상순에 끝내도록 한

다. 방한의 목적은 곧 식물을 차가운 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간단

한 서리 방지로써도 주야의 온도차를 적게 할 수가 있다.

•극히 사소한 바람 방지 정도의 장해물로써도 방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서리 

방지는 보통 북쪽은 지면에 붙이고 남쪽을 40~50°로 해서 햇볕을 잘 들게 하는 

한쪽 지붕식으로 하고 갈대발이나 거적, 멍석, 가정에서 여름에 사용한 오래된 

발 종류, 비닐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가정의 폐품을 유효하게 사용

하기를 권유한다.

나) 간단한 서리 방지 방법

•한쪽 지붕식의 것을 만드는 것 외에 삿갓을 세우거나, 가정용의 돗자리로 둘러싸

거나, 그 외에 뿌리 쪽에 마른 풀을 깔아주도록 한다. 뿌리 주변에 마른 풀을 깔

아주는 것을 마르틸이라고 하며 건조와 잡초의 생육을 막고 서릿발에 의해 뿌리

가 뜨는 것과 비가 내릴 때의 빗물이 튀는 것을 막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잎과 줄기가 말라 뿌리 포기가 남아 있는 숙근초류는 포기 주위에 

멀칭을 하면 효과적이다.

다) 비닐 하우스

•프레임과 비닐 하우스에 의한 방한 방법으로 가을에 파종하는 화초의 묘판 등은 

반원형의 터널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 방법의 경우는 맑은 날 오전 10시 경에 비

닐을 벗겨 환기시킨다.

•오전 10시부터 4시경까지 개폐해 주지 않으면 하루 중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서 

무덥거나 저녁에 따뜻한 공기를 놓쳐버리게 된다. 게다가 프레임의 경우 바깥 기

방한덮개 조성 사례

뿌리덮개 조성 사례

나무수피 감아주기

방풍막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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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내려가고 최저 기온이 빙점아래 2도 이하가 되면 1~2장의 발을 쳐서 속을 

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프레임 내에서는 건조 상황을 확인해서 물주기를 잊

지 않도록 한다.

라) 비료주기

•겨울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이 겨울 추위를 견디는 힘을 저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12월에 들어가면 칼리성분이 많은 비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도 특히 문밖에서 겨울을 넘기는 식물은 가을 중에 포기

를 뿌리 자라기가 좋게 튼튼히 키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질소비료를 지나치게 주

면 연약하게 자라 추위의 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어야 한다.

•또한 2월에 들어가서 봄꽃을 잘 피게 하기 위해서 화학성 비료와 배합 비료를 추

비로서 주도록 한다.

마) 겨울의 물주기

•서리방지를 한 장소 등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 건조하기 쉽게 되므로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때로는 맑은 오전 중에 물주기를 하기 바란다. 물주기는 소량으로 

때때로 주는 법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횟수를 적게 듬뿍 주도록 한다.

바) 중간 경작과 제초

•때때로 통기와 배수를 좋게 하고 뿌리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땅속을 갈아주는 것

을 잊지 않고 해주면 그 후에는 생육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화단용으

로 하는 토지는 깊게 경작하여 표면흙과 하층흙이 바뀌도록 해두면 흙속에서 월

동하는 해충류를 살충할 수 있다. 까는 짚 아래에 잡초가 생기므로 이것도 부지

런히 잡초 뽑기를 해주도록 한다.

4. 멀칭(mulching)관리

(1) 멀칭관리란?

•지표면을 어떤 물질로 덮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노출되어 있는 토양을 덮음으로서 토양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특징을 개선함으로써 수목의 생장을 유리하게 한

다.

•조경토양환경을 자연적인 숲의 토양조건과 유사하게 만든다,

(2) 멀칭의 이점

•잡초 발생을 최소화 한다.

•토양으로부터 수분 증발을 감소시킨다.

•표토가 유실되는 것을 막는다.

•여름철 토양온도의 상승을 억제한다.

•겨울철 토양이 동결되는 것을 완화한다.

•토양이 다져지는 것을 방지한다.

•토양의 입단화를 촉진하고, 공극률을 높인다.

•유익한 토양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한다.

•썩어서 양료를 공급하여 토양비옥도를 높인다.

구 분 종 류

유기질 재료
쌀겨, 옥수수속, 땅콩껍질, 볏짚, 잔디 깍은 풀, 솔잎, 

솔방울, 톱밥, 나무껍질, 우드칩, 펄프, 이탄이끼

광물질 재료 왕모래, 마사, 돌조각, 자갈, 조약돌

합성재료 토목섬유,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폴리에틸렌 필름(비닐)

멀칭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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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칭 사례

5. 계절별 화단관리

(1) 봄 원예(3, 4, 5월)

가) 파종하기

•봄은 여름에 꽃이 피는 1,2년생 초화 외에 구근, 숙근초화 등 씨앗으로 번식하는 

식물들의 종자 파종시기이다. 그러나 남북으로 긴 반도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종자파종 시작하는 때가 일정하지 않다. 전국 각지의 진달래가 필 때

의 기온 10~15℃로 전국적으로 봄 종자 파종이 시작된다. 그 이전이라면 온실, 

프레임 등 가온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봄에 파종하는 초화의 대부분은 초여름부터 늦가을 서리 내리기 전까지 관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기다려서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서 파

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봄 종자 파종시 특히 다음의 주의사항을 들 수 있다.

•종자를 파종한 후엔 반드시 식물명과 파종한 날짜를 표기한 라벨을 꽂아 확인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① 발아와 온도의 관계

•비교적 저온에서 발아하는 것 : 벚꽃이 필 무렵 그 이전부터 파종 할 수 있는 것

은 금련화,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금련화는 이 시기

에 파종하면 초여름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비교적 고온에서 발아하는 것 : 여름이 가까워지는 파종 적기(4월 말~5월 초)의 

마지막 서리를 표준으로서 나팔꽃, 맨드라미, 사루비아 등은 이 때부터 파종적기

이다.

② 광선에 의한 발아의 조건

•광발아종자: 대부분이 미세종자로 파종후 복토를 얇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

이 발아가 잘 되고 사철베고니아, 아프리카봉선화, 다알리아, 디키탈리스 등이

다. 

•암발아 종자: 발아시 광선을 피하는 식물로 종자크기의 3배 정도 복토해주는 것

이 좋으며 맨드라미, 시크라멘, 플록스, 부추 등이 해당된다.

나) 구근의 이식(옮겨심기)

•구근 화초에는 봄에 심기와 가을에 심기가 있으며, 아마릴리스, 칼라, 칸나, 글라

디올라스, 진저, 다알리아 등 대부분의 구근식물은 햇볕을 받기 좋은 곳에 식재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음지인 곳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다.

•이들 숙근초화 중에서도 다알리아, 칸나, 진져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데 특히 가을에 시원해지고 나서 꽃색이 최고를 발휘한다. 그 외에 아마릴리스는 

초여름용으로, 글라디올라스는 꽃꽂이용으로 하여 수회에 나누어서 심고, 차례

로 꽃꽂이용으로 이용 한다. 칼라디움과 칼라는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



화단관리112 시민정원사 매뉴얼 113

한 다알리아 등은 튼튼한 지주를 세워서 태풍 시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준

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다) 숙근초의 포기나누기와 꺾꽂이

•봄에 피는 숙근초는 가을을 중심으로 분주 하지만 여름부터 가을에 피는 원추리, 

비비추, 국화, 트리토마, 샤스타 데이지와 사계절 피는 가베라는 3~4월이 분주 

시기가 된다. 이들 숙근초는 2~3개의 눈을 하나로 뿌리가 붙어 있도록 조심해서 

분주한다.

•국화는 겨울 동안부터 나오고 있는 동지싹을 본 그루에서 포기나누어 심던지 5월

경부터 뻗어 나온 새로운 싹을 잘라 삽목용상토나 모래 등에 꺾꽃이하면 쉽게 묘

를 얻을 수 있다.

•침엽수와 낙엽수 꺾꽂이, 봄에 하는 꺾꽂이는 지난해 자라 이미 굳어진 가지를 

이용하여 꺾꽂이를 하는 방법으 주로 낙엽수와 침엽수가 해당된다. 물론 종에 따

라 시기의 차이는 있겠으나 3월은 일반적으로는 발근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특히 가지의 마디부분의 발근률이 가장 높았다. 가능한 삽수를 자를 때 마디부분

이 들어가게 자르는 것이 좋다 

라) 병충해

•3월부터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하게 되면 병충해의 발생이 기온의 상승에 비례해

서 많아진다. 특히 진딧물이 맹렬하게 증가해 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조기에 방제하도록 하고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방적으로 다이센수화제

를 살포해 두면 효과적이다. 무농약 재배가 원칙이지만 적절한 방제를 통해 식물

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제는 필요하다.

마) 봄 정원 손질

•3월이 되면 식물이 싹을 튀우기 시작하므로 동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위해 월

동 포장한 것도 이달 중순쯤에는 제거하고 꽃이 피기 전에 한 번 비료를 주어 원

기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은 화단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온실과 프레임으로 키워진 팬지, 데이지, 

수선화, 튜울립의 모종이 꽃가게로 나오기 때문에 시판의 모종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팬지, 데이지는 개화 기간도 길어 이용 가치가 높

다. 그 외에 수레국화, 패랭이꽃, 석죽도 4월이 되면 나오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

으며, 숙근초인 아르메리아, 프리뮬러 등 꽃이 곧 피는 상태의 것을 심을 수도 있

다. 

•여름이나 그 후 꽃을 피우는 식물은 그해 새로 자란 가지나 줄기에서 꽃을 피우

므로 지금은 여름이나 그 후 꽃이 피는 식물들의 전정 적기이다. 특히 여름 대표 

정원 수목인 배롱나무, 나무수국, 능소화, 등나무등 기본적으로 주가지에서 뻗어

나간 가지에서 2~3개의 눈을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정시에

는 가능한 수목의 기본 수형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여름 원예(6, 7, 8월) 

가) 파종하기

•봄에 꽃을 피운 대부분의 초화류의 종자는 6~7월이면 결실되는데 채종 후 바로 

파종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할미꽃과 같이 종자 수명이 짧은 식물은 바로 파종하

면 한 달 내 발아한다.

나) 구근의 심기

•구근 중 여름에 식재 가능한 종류로는 9~10월에 꽃이 피는 콜치쿰, 스텐버지아, 

사프란, 가을에 피는 스노우 플레이크, 글라디올라스 등이 있으며 8월 중에 심으

면 단기간에 꽃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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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근초의 관리와 꺾꽂이

•봄에 꽃이 핀 여러해살이풀들은 종자를 채종할 몇 포기만 남기고는 꽃대를 제거

해 주어야한다. 식물 또한 수분이 이루어지면 모주는 종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가

진 모든 에너지를 종자에 집중시키게 되므로 종자를 채종하지 않을 거라면 꽃대

를 다 제거해 주는 것이 모주를 더 튼튼히 자라게 하고 2차 생장을 도와 종에 따

라서는 두 번째 꽃을 촉진시켜 꽃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된다.

•여름엔 초본들도 무성히 자라는데 특히 방석형태로 넓게 퍼져가는 초본들의 경우 

풍성한 모습이 아름답긴 하나 고온다습의 장마철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람 들

어갈 틈 없이 너무 풍성해진 식물들은 결국 통풍이 불량해져 녹아내리게 되므로 

뿌리목부분으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줄기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장마철은 녹지삽 즉 새로 자란 줄기나 가지를 이용해 번식하는 시기이다. 전정한 

수국, 고광나무, 일본조팝의 가지를 이용 삽목을 하거나 호랑가시. 동백나무와 

같이 상록수의 새로 나온 가지를 잘라 꺾꽂이 하면 발근율이 높다.

라) 병충해

•6~7월 특히 장마 때는 병충해가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농약은 살포해도 흘러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맑은 날 꼼꼼하게 뿌리도록 한다. 

마) 여름 화단의 손질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의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고온과 건조가 계속되는 여름이 

된다. 여름 화단은 건조하므로 물주기가 중요하다. 만약 원비료에 퇴비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은 때에도 푸석푸석한 모래흙이 되어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멀칭

를 통해 잡초발생도 억제하고 보습성도 높이도록한다.

•봄에 꽃이 핀 말발도리, 고광나무, 병꽃나무 등도 꽃이 진 후 전정을 통해 필요이

상으로 자라는 것을 예방하고 새로운 가지의 발생을 촉진시켜 다음해에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게 되고 붉은조팝나무의 경우 신초발생을 촉진시켜 두 번째 꽃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름부터 왕성하게 자라며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동덩굴, 으아리(클레마티스)처럼 

덩굴형태로 자라는 식물들은 펜스나 지지대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 까지는 줄기

를 유인해 고정시켜주어야 한다.

•여름철 연못 안은 가래나 마름과 같은 부유식물이 무성히 자라고 수변은 고마리

나 뚝새풀 등이 순식간에 연못을 잡초밭으로 만들므로 제때 제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식재 되었던 수련이나 각종 수변식물들은 잡초와의 경합에서 이

겨내지 못하고 퇴화되므로 제초관리에 신경써야한다. 

바) 다알리아의 손질

•다알리아는 여름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한여름의 고온아래에서는 수세가 약

해져 꽃은 잘 피지 않는다. 그래서 가을에 꽃을 잘 피우기 위해 8월 상순경부터 

지상 30㎝ 정도까지 잘라주고 추비를 해주면  꽃이 잘 필 수 있다.

사) 가을에 파종하는 씨앗과 구근의 준비

•종묘회사의 가을 카탈로그가 나오면 식재계획을 세워 씨앗과 가을에 식재하는 구

근을  주문하도록 한다. 특히 가을에 식재하는 구근 중 노지에 식재할 경우 내한

성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문하도록 한다(튤립, 수선화, 크로커스등).

•봄꽃들의 종자는 결실 상태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채종하도록 한다.

(3) 가을 원예(9, 10, 11월) 

가) 파종하기

•가을에 파종하는 일년초화는 팬지, 데이지, 금잔화, 수레국화, 다이안사스 등은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나 대부분의 가을 파종종자는 일정한 기

간 동안 저온기간을 거쳐야 발아가 잘되므로 노지에 파종하거나 파종상을 무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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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관리해도 무방하다.

   노지에 파종할 경우 건조해지기 쉬운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고 파종 후 부직포나 

짚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다. 

나) 구근의 심기

•가을에 심는 구근은 10월부터 11월 사이 심는 것이 좋으며 주로 튤립, 수선화, 크

로커스, 히야신스등이 속한다. 구근을 식재할 땐 구 크기의 3배 정도 깊이로 식재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추운 지역에서는 식재 후 방한덮개로 덮어 주는 것이 좋다.

다) 숙근초의 포기 나누기 와 꺾꽂이

•숙근초의 경우 포기나누기를 통해 번식도 하지만 무성히 자란 포기를 나누어주므

로써 통풍을 좋게 하고 모주 옆에 새로운 개체의 발생을 촉진시켜 식물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포기나누기를 한 식물은 뿌리가 마르지 않게 주의하

고 포기를 나눈 후 바로 식재하고 충분히 관수한 후 멀칭해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늦은 포기나누기는 뿌리 뻗음이 나빠 겨울철 서릿발로 인해 뿌리가 땅위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금년에 자라 굳어진 가지를 이용한 꺾꽂이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항상 주의해

야 할 점은 절단면을 깔끔하게 잘라야하고 절단부위가 건조되지 않도록 바로 물

에 30분 정도 침지하여 발근을 촉진하는 호르몬제를 묻힌 후 삽상에 꽂아주면 효

과적이다. 삽수를 삽상에 꽂은 후 첫 번째 관수는 살균제 처리를 해주는 것이 효

과적이다.

라) 가을에 파종한 초화의 옮겨심기

•이른 가을에 파종한 팬지, 아네모네, 라난큘러스, 석죽 등은 10~11월 중에 옮겨 

심으면 연내에 뿌리가 뻗고 포기도 커서 다음 해 봄 꽃이 튼실하게 핀다.  

마) 병충해

•9월에 들어가면 태풍의 계절이 되어 8월의 가뭄에서 갑자기 비가 오는 날도 많아

지기 때문에 장마철의 병충해의 발생 때와 같이 9월도 피해가 많은 시기이다. 특

히 태풍으로 가지가 꺾어진 부분에 병균이 들어가 피해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

므로 농약을 이용해서 예방한다. 10월로 들어 온도가 내려가면 병충해도 줄어들

지만 국화의 경우 흰가루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예찰 후 방제해주어야 한

다.

   

바) 가을 화단의 손질

•여름부터 계속해서 피는 사르비아, 메리골드, 맨드라미 등 여름 더위에서 약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화학성 비료 등을 추비해 주도록 한다.

•가을은 수목이 활동을 최소화하는 시기라서 수목이식에 스트레스가 적고 내년 봄 

새뿌리를 내릴 새로운 자리에 옮겨 주는 것과 같다. 단 식재 후엔 충분히 관수한 

후 부엽토를 이용하여 멀칭해주고 추운지역이라면 줄기를 피복재로 보호해주는 

것이 겨울철 냉동건조피해를 막아주어 효과적이다. 

•정원은 제초작업을 한 후 멀칭해주면 잡초발생 억제와 보습효과 그리고 겨울철 

추운 바람으로부터 방한역할도 해주어서 식물이 건강히 자랄 수 있다.

•중부지방이나 중부이북의 경우 정원에 식재된 수국을 전부 굴취 하여 비닐하우스

에 옮겨 심거나 화분에 이식하여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옮겨 주어야한다. 

수국은 지난해 가지에서 꽃이 피므로 가지가 얼지 않도록 하고 지난해 가지를 자

르면 꽃을 볼 수 없으므로 수국전정은 꽃이 진 후 줄기에서 2~3개의 눈을 남기고 

잘라주어야 한다. 

    

사) 구근의 월동

•다알리아, 칸나, 글라디올라스 등 봄에 심는 덩이뿌리는 대부분은 추위에 약하므

로 가을에 파내어 겨울 동안 얼지 않도록 저장해 둔다. 파내는 시기는 글라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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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는 10월에 들어가서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파내고 마른 잎은 제거하

고 살균제에 소독한 후 충분히 말려서 주머니에 넣어서 집안의 얼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알리아, 칸나는 서리 내림과 함께 잎과 줄기가 마르게 두었다가 한 번 서리가 

내렸을 때에 파내어 줄기가 남아있는 것은 잘라낸 후 살균 처리하여 상자나 포대

에 담아 얼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아) 겨울 준비

•가을에 파종한 초화 중 추위에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은 프레임에 넣거나 

서리 방지를 해준다. 또한 프레임 내에서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면 야간은 거

적을 한 장 덮어 보온해 주도록 충분한 관리로 월동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4) 겨울 원예(12, 1, 2월) 

가) 숙근초 관리

•가을정원의 주인이었던 다양한 억새와 같은 벼과 식물의 마른 줄기는 뿌리목에서 

10cm정도 남겨두고 잘라준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눈이 내리고 나면 줄기

가 꺾어지므로 눈이 내리기 전에 잘라주는 것이 좋다.

•최근 정원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헬레보루스는 상록성 숙근초이지만 중부지방의 

경우 잎이 부분적으로 냉해를 입어 마르게 되므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2월 

중순 전에 묵은 잎을 제거해주면 꽃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나) 병충해

•월동을 위해 실내에 들여놨거나 실내식물로 주로 키우는 관엽식물의 경우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실내 환경으로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떨어지거나 새로 자

라는 줄기에 진딧물이나 응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며 실내인 만큼 가능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하도록 한다.

•낙엽이 다 떨어진 수목을 관찰하면 다양한 알집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꽃매

미와 같은 해충의 알집은 겨울에 눈에 더 잘 띤다. 알집제거를 통한 해충의 발생

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수피가 일어나는 산수유와 같은 수목은 해충이 일어난 수피 안에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어나 잘 떨어지는 수피를 벗겨주는 것이 좋다.

다) 수목관리

•단풍나무와 같은 낙엽수의 전정은 이른 봄 수액이 돌기 전까지 가능하나 많이 추

운 지역이라면 한겨울 전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흔히 나비나무로 알려진 부들레아의 경우 새로 자란가지에서 꽃이 피므로 주가지

에서 2~3개의 눈을 남기고 잘라주거나 뿌리목에서 30~50cm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주는 것이 수형을 단정히 유지하고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

라) 나눔의 겨울정원

•겨울철은 특히 야생생물들에게 혹독한 시기이다. 정원 곳곳에 물을 담아 두거나 

새나 작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모이를 나무에 달아 주면 정적인 겨울정원을 

좀 더 생동감 있는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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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1. 다음은 관수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합 한 것은?

   ㉮ 자연석 쌓기한 곳은 자주 관수한다.

   ㉯ 건조한 지역은 물받이 홈을 이용한다.

   ㉰ 절토지역보다 성토지역이 수분부족 현상이 잘 나타난다.

   ㉱ 가급적 관수는 소량으로 자주 하여야 한다.

2. 관수방법 중 수분절약형 관수방법으로 토양이 굳어지지 않고 표토의 유실이 없으며 송수관

내 유수량이 적어 넓은 면적을 균일하게 관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관수방법은?

   ㉮ 침수식관수 ㉯ 도랑식관수법      ㉰ 점적관수       ㉱ 스프링클러관수

3. 식물 식재 후 첫 관수 시 약한 물로 여러 번 관수 하여 수분이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이유는?

   ㉮ 관수량이 많게 하기 위하여

   ㉯ 식물 주위의 토양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하여

   ㉰ 식물 분토와 주변 토양사이의 공극을 수분으로 채워 수분 공급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 식물 식재 시 식물체에 뭍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4. 잔디밭에 발생하는 잡초 중 광엽잡초에 해당하는 것은?

   ㉮ 토끼풀 ㉯ 바랭이 ㉰ 강아지풀     ㉱ 방동사니

5. 호미나 제초용 포크로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는 것에 해당 되지 않는것은?

   ㉮ 그라목손 액제를 사용하여 제초한다.

   ㉯ 잡초의 뿌리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뿌리가 깊이 박힌 잡초는 뿌리까지 제거한다.

 ㉱ 지하경, 포복경으로 번식하는 잡초는 완전히 제거한다. 

6. 다음 중 경엽처리 제초제는?

   ㉮ 론스타유제 ㉯ 데브니놀유제      ㉰ 2.4-D    ㉱ 스톰프유제

7. 제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 식물을 식재하기 전 잡초를 완전히 제거한다.

  ㉯ 잔디를 건강하게 길러 잡초에 대한 경쟁력을 키운다.

  ㉰ 잔디를 자주 깎아 주어 잔디밭의 밀도를 높혀 잡초발생을 억제한다.

  ㉱ 제초한 잡초는 잔디밭에 그대로 두어도 부숙되어 잔디생육에 이롭다.

8. 잡초의 피해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잡초 생육으로 양분, 수분을 뺏어 잔디생육에 지장을 준다.

  ㉯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광합성 작용을 방해한다.

  ㉰ 바람의 영향으로 잡초 발생이 확산된다.

  ㉱ 병충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잔디생육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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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잡초생육기에 잔디밭에 많이 발생하는 토끼풀 등 광엽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는?

  ㉮ 카소론 입제  ㉯ 카이저 입제  ㉰ 벤설라이드유제       ㉱ 파란들수화제

10. 제초제 살포 시 소형분무기로 살포하는 잔디밭은?

  ㉮ 잡초가 띄엄띄엄 발생한 잔디밭

  ㉯ 잔디밭 전체에 잡초가 많이 발생한 잔디밭

  ㉰ 잔디밭의 규모가 대면적인 경우

   ㉱ 경기장, 운동장의 제초작업 시

11. 다음은 겨울 화단의 서리 방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북쪽을 지면에 붙이고 남쪽을 40~50°로 해서 햇볕을 잘 들게하는 한쪽 지붕식 구조물 

   을 만들어 비닐이나 부직포로 덮어준다.

  ㉯ 지면을 낙엽이나 마른풀로 덮어 뿌리가 주로 분포하는 지면이 서릿발에 들뜨지 않게 한다. 

㉰ 모란처럼 추위에 약한 소관목류는 화단 주변을 1m 내의 바람막이를 해주어 찬바람이  

   직접 닫지 않게 한다.

㉱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해 가을에 질소 위주의 거름을 충분 

   히 준다.

12. 다음 중 겨울철 화단시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초화류는 겨울 추위를 견디는 힘을 저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12월에 들어   

   가면 칼리성분이 많은 비료를 충분히 준다.

  ㉯ 질소비료를 지나치게 주면 연약하게 자라 동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2월에 들어가서 봄꽃을 잘 피게 하기 위해서 화학성 비료와 배합 비료를 시비 한다.    

  ㉱ 추위를 견디는 힘이 필요하여 겨울이 들어서면 질소성분이 많은 비료를 충분히 준다.  

13. 다음은 화단의 시비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겨울철이 비교적 춥고 토양이 양토나 점질토인 경우에는 봄철에 한번만 비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 사질토양이나 날씨가 전반적으로 따뜻하여 식물의 생육기간이 자연적으로 긴 지방에서 

  는  2~3번 많은 양의 비료를 주어야 한다.

  ㉰ 식물 화분에 충분한 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시비할 필요는 없다.

  ㉱ 이식 후에 영양분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깻묵이나 화학비료 등을 물에 옅게 

  희석한 후 모종에 직접 닿지 않도록 뿌려준다.

14. 다음은 화단 식물의 전지 전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화단의 전정은 화단을 깔끔하게 하고 1년초, 숙근초, 구근류 등의 꽃을 크고 아름답게 한다. 

㉯ 죽은 잎이나 꽃, 가지 등을 없애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 숙근류의 생장점은 매년 자라서 밀식되고 양분부족 및 과다경쟁, 통기불량 등으로 전지 

전정으로 수세 조절을 해주어야 한다.  

㉱ 화단에 식재된 초화는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지기 때문에 전지 전정 할 필요가 없다.

15. 다음 중 멀칭의 효과가 아닌 것은?

  ㉮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한해를 방지

  ㉯ 식물의 생장 억제

  ㉰ 잡초발생 억제 - 잡초종자 발아억제

  ㉱ 토양수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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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비닐 멀칭의 장점이 아닌 것은?

  ㉮ 토양침식 방지

  ㉯ 토양수분의 증발 억제

  ㉰ 봄에 지온이 빨리 올라가서 생육이 좋아짐

   ㉱ 잡초의 생육을 촉진 한다.

17. 뿌리부분에 낙엽이나 왕겨, 짚 등으로 지표를 20~30cm 두께로 덮어주는 월동 방법은?

    ㉮ 줄기싸주기 ㉯ 뿌리덮개 ㉰ 방한덮개 ㉱ 방풍조치

18. 내한성이 약한 낙엽 화목류에 짚 등으로 감싸주어 월동시키는 방법으로 서울지역에서 모 

 과나무, 감나무, 벽오동, 배롱나무 등의 월동에 이용되는 월동 방법은?

    ㉮ 줄기싸주기 ㉯ 뿌리덮개 ㉰ 방한덮개 ㉱ 방풍조치

19. 주로 관목류에 적용하며, 지상으로부터 수간을 약 30~50cm 높이로 흙을 덮어주고 봄철 

 에 흙이 녹음과 동시에 흙을 파헤쳐 주어야 하는 월동 방법은?

    ㉮ 줄기싸주기 ㉯ 뿌리덮개 ㉰ 방한덮개 ㉱ 방풍조치

20.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물의 방한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 방풍벽을 설치

    ㉯ 수목성장기인 하계에 대량 시비하여 월동에 대비한다.

    ㉰ 줄기를 짚이나 거적 등으로 싸준다.

  ㉱ 바닥에 멀칭을 한다.



잔디관리

04Part



잔디관리128 시민정원사 매뉴얼 129

1. 잔디의 특성 및 종류

(1) 잔디의 특성

•잔디는 목초지 가축의 방목환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적응되어 오면서, 지표면을 

피복하는 특성이 우수한 화본과 사료작물에서 유래된 작물이다.

•즉, 화본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지피성, 내답압성 및 회복력이 있는 식물을 의미

한다. 

•예초 후에도 잔디밭이 지속되는 이유는 정단 분열 조직이 지표면 근처에 있어 보

호되기 때문이다. 

(2) 잔디의 생육형

•잔디가 생장 시 갖게 되는 줄기의 생장습성을 말한다.

•잔디종류에 따라 줄기 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3) 잔디의 종류

•잔디는 생육적온에 따라 난지형 및 한지형 잔디로 구분한다. 

가) 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는 생육적온이 27~35℃로 열대, 아열대 및 온대 남부 지역이 원산지

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4월~9월 사이 생장하며, 특히 여름 고온기에 잘 자라는 

종류이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버뮤다그래스와 한국잔디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난지형 잔디는 내한성이 강한 한국잔디이다.

•한국잔디는 생육형이 포복·지하경형 잔디(S/R-type)으로 종자, 포복경 및 지하경으

로 번식하며 내건성, 내서성, 내답압성, 병충해 및 공해 등에 강한 저투입형 잔디

04Part 잔디관리

주형잔디: 톨 훼스큐,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등

(bunch-type, B-type)

지하경형잔디: 켄터키 블루그래스 등

(rhizomatous-type, R-type)

포복경형잔디: 크리핑 벤트그래스 등

(stoloniferous-type, S-type)

포복ㆍ지하경형잔디: 들잔디, 버뮤다그래스 등

(stoloniferous & rhizomatous-type, S/R-type)

난지형 잔디인 들잔디 골프장 그린의 벤트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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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녹색유지 기간이 짧고, 잔디밭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손상

을 받은 후 회복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잔디밭에서 한국잔디는 잎에 털이 있어 식별이 쉽다.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잔디에는 들잔디(Zoysia japonica Steud.), 금잔디(Z. matrella 

(L.) Merr.), 비로드 잔디(Z. tenuifolia Willd. ex Trin), 갯잔디(Z. sinica) 등이 있다.

친 느낌을 준다.

•내답압성, 내서성, 내건성, 내음성 및 병충해에 강하다.

•한지형 잔디중에서 내서성 및 내건성이 강해 여름 고온기에 양호하지만, 동절기

에 내한성은 약한 편이다.

•뿌리 발달이 양호하고 환경적응성이 좋으며, 절토 및 비탈면 녹화 등에 많이 사

용된다.

•잔디밭 조성은 종자로 하며 잔디 피복은 분얼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퍼레니얼 라이그래스(Lolium perenne L.)

•줄기생장은 주형(B-type)이며, 엽폭은 2~6㎜ 사이이다.

•내답압성은 강하지만, 내음성, 내건성 및 내한성은 약하다.

•겨울에 온화하고 여름이 서늘한 북유럽이 생육적지이지만, 내서성이 약해 국내

에서는 여름 고온기 또는 장마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하고 현상이 심하게 발생

할 수 있다.

•잔디밭 조성은 종자로 하며 파종 후 피복은 분얼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종자 발아 속도가 빨라 조기녹화, 혼파 및 오버씨딩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③ 켄터키 블루그래스(Poa pratensis L.)

•줄기생장은 지하경형(R-type)으로 이루어지며, 엽폭은 1~4.5㎜이다.

•지하경에 의한 번식력이 강해 잔디 밀도가 높으며 회복력이 우수하여 정원, 공

원, 경기장 및 골프장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세엽형으로 가늘고 길며 엽신은 부드럽고 중륵맥이 발달하며, 또한 끝이 보트 모

양을 하고 있어 잔디밭에서 동정이 쉽다.

•모래 지반에 조성 후 과학적 잔디 관리를 실시하면 여름철 고온 다습할 때 하고

현상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 내서성, 내건성, 내한성 및 내답압성은 보통이며 내음성은 약한 편이다.

나) 한지형 잔디

•한지형 잔디는 생육적온이 15~24℃ 로 온대 북부, 한대 및 아한대 지역이 원산

지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3월~12월 사이 생장하며, 특히 봄과 가을에 잘 자라는 

종류이다. 

•한지형 잔디는 서양에서 목초지에 사용되고 있는 사료작물을 잔디로 개발하여 오

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잔디로 일반적으로 종자로 번식한다.

•국내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지형 잔디에는 톨 훼스큐, 세엽형 훼스큐, 퍼

레니얼 라이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 크리핑 벤트그래스 등이 있다.

① 톨 페스큐(Festuca arundinacea Schreb.)

•줄기생장은 주형(B-type)으로 나타나며, 엽폭이 3~10㎜ 정도로 비교적 넓어서 거

한국잔디의 특성 비교

종류 엽폭(㎜) 내건성 질감 생육 내한성 용도

들잔디 2~5 강 중엽
매우 

왕성
강함

묘지, 비탈면, 정원, 공원, 경기장, 

골프장(티, 훼어웨이, 러프) 등

금잔디 1~3 강 세엽 왕성 중간
정원, 공원

골프장(그린, 티, 훼어웨이) 등

비로드 잔디 2 이하 약 극세엽 보통 약함
정원, 공원

골프장(그린, 티, 훼어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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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 조성은 종자 및 뗏장으로 하며, 잔디 피복은 분얼경 및 지하경으로 이루

어진다.

④ 크리핑 벤트그래스(Agrostis palustris Huds., Agrostis stolonifera L.)

•줄기생장은 포복경형(S-type)으로 나타나며, 엽폭은 2~4㎜로 매우 가늘고 치밀하

며 고밀도의 잔디면을 형성한다.

•예초 시 3~5㎜ 예고에 견디는 특성이 강해 골프장 그린 등 저예고 지역에 많이 

사용된다.

•내한성 및 내서성은 강하고, 내건성, 내음성 및 내답압성은 약하다.

•잔디밭 조성은 종자 및 뗏장으로 하며, 피복은 분얼경 및 포복경으로 이루어진다.

동절기: 난지형 한국잔디와 한지형 잔디의 색상 차이

2. 잔디의 생육환경

(1) 기후환경

가) 광선 

•잔디는 호광성 식물로 양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건물 또는 수목 등으로 광선이 차

단되는 지역에서는 광합성능이 떨어지면서 생육저하로 품질이 불량해 질 수 있다.

•난지형 잔디는 햇빛 요구도가 높아 하루 6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필요하다.

•그늘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내음성이 높은 켄터키 블루그래스, 톨 페스큐 등 한지

형 잔디가 적절하다.

나) 온도 

•온도는 잔디종자의 발아, 뿌리의 양분 및 수분 흡수, 엽조직의 광합성 및 증산 작

용, 휴면 등 일련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생장을 조절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

•난지형 잔디의 생육적온은 27~35℃이며, 들잔디(중지, 야지)는 4월 초순에 생육시

작, 6~8월에 왕성한 생장, 그리고 9월 하순에 생장이 저하되면서 10월에 잎이 갈

변하면서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 녹색유지 기간이 5~6개월 정도로 짧다.

•한지형 잔디의 생육적온은 15~24℃이며 비교적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일

반적으로 3월초에서 7월 초순까지 왕성하게 자라며, 7월 하순~8월 중순경 평균

기온이 25℃ 이상에서 초종에 따라 하고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9~10월에 

온도가 25℃ 이하로 내려가면서 다시 왕성한 생장을 해서 12월까지 생장이 지속

되기 때문에 연중 녹색유지 기간이 평균 10개월 정도로 긴 편이다.

•일반적으로 뿌리의 생육적온은 지상부 엽조직에 비해 낮아 한지형은 10~18℃, 

난지형은 24~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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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습도

•여름철 고온 다습할 때 잔디밭에 병충해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한지형 잔디는 여름 고온기 상대습도가 70% 이상일 때 잔디병 및 하고현상

이 발생하기 쉽다.

라) 강수량

•여름에는 집중 강우 등으로 토양공극이 막혀 뿌리 조직의 호흡이 불량해지면서 

잔디생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해야 한다.

•이른 봄 또는 동절기 등 가뭄이 나타날 때 관수를 통해 적절한 양의 수분을 공급

해야 한다.

•난지형에 비해 한지형 잔디의 수분 요구도가 크며, 한지형 잔디 중에서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관수 요구도가 큰 편이다.

(2) 토양환경

가) 토성 

•한국잔디는 자연 강우로 생존이 가능하지만, 양질의 잔디품질을 위해서는 반드

시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갖춰야한다.

다) 토양양분

•잔디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에는 다량원소 9종류(C, H, O, N, P, K, S, Ca, Mg)와 미량원소 

8종류(Fe, Mn, Zn, Cu, Mo, B, Cl, Na)가 있다.

•자급자족 원소인 C, H, O를 제외한 영양소가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질 영양소

이다.

라) 식재지반 

•초종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보수성, 통기성과 배수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반을 

사용한다.

•한지형 잔디는 여름 고온기의 적응력(하고현상 피해 완화)을 고려 시 모래 위주의 지반

이 바람직하다.

•잔디밭 조성 시 원활한 표면 배수를 위해 약간의 경사(2~5% 정도)를 두는 것이 필요

하다.

마) 식재깊이 

•일반적으로 식재층 토심이 깊을수록 잔디생육 및 품질에 유리하다.

•초종 및 조성 목적에 따라 잔디지반의 식재층 토심은 10~30㎝ 정도 확보한다.

3. 잔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심미적 효과

•잔디밭 식재층 지반에 모래가 많을수록 통기성과 투수성이 향상된다.

•잔디밭 식재층 지반에 식토가 많을수록 보수성과 보비력이 양호하다.

나) 토양수분

•잔디밭에서 수분은 생명현상 유지, 영양분의 흡수 및 이동, 물질대사 유도 등을 

통해 잔디생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모래

(대공극, 통기공극)

진흙

(미세공극, 모세공극)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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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잘된 잔디밭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푸르름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수목, 건물, 도로 등과 조화를 통해 관상가치 및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2) 기능적 효과

•광합성 및 증산작용을 통해 탄소 절감 및 냉각 기능이 있다.

•나대지 및 경사지 녹화 등을 통해 토양침식 방지 및 먼지 발생이 감소한다.

•강우 시 지하수 충전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 보존 기능이 향상된다.

•잔디밭 조성을 통해 열 분산, 소음 제거 및 공기 오염 물질이 제거된다.

•녹색의 잔디밭은 여름철 온도 하강 및 겨울철 보온 효과가 있다.

(3) 보건 및 경기효과

•잔디밭에서 이용자가 넘어졌을 때 물리적 부상이 감소한다.

•잔디밭은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지표면을 제공한다.

•녹색의 잔디그라운드는 보건 및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

4. 잔디밭 조성 및 식재

•잔디밭 조성은 종자파종과 영양번식으로 하며, 영양번식 방법에는 뗏장 식재 등

이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잔디는 뗏장 식재, 한지형 잔디는 종자파종으로 조

성한다.

(1) 잔디조성과 STM 콘셉트

•종자파종 또는 영양번식 등 잔디 식재 시 양질의 잔디밭 시공을 원할 경우 조성 

초기 단계부터 지반(soil), 초종(turfgrass), 관리(management)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STM(soil-turfgrass-management) 콘셉트로 설계, 시공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STM 콘셉트란 공원, 경기장 및 골프장 등 잔디밭 조성 시 고품질 잔디밭을 기대

할 경우 설계 단계부터 지반-잔디-관리 3요소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

절한 지반 설계, 적합한 초종 식재, 그리고 과학적인 관리를 해야만 수준 높은 잔

디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양질의 잔디밭 3요소: 적절한 지반(S)-적합한 초종(T)-과학적인 관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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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파종

가) 파종시기 

•종자 파종은 이론상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균일한 발아와 초기의 왕성한 유묘생

장을 고려 시 가능한 적기에 파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지형인 들잔디의 파종 적기는 4월 하순~6월 중순, 한지형 잔디의 파종 적기는 

3월 하순~5월 중순 및 8월 하순~9월 하순이다.

나) 파종준비 

•일반적으로 잔디식재 시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고 비옥한 사질양토가 적절하다.

•대부분 잔디는 pH 6.0~7.0에서 생육이 양호하므로 토양산도가 5.5이상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시공 순서는 경운, 쇄토 및 정지, 파종, 전압, 멀칭, 관수작업 순으로 진

행한다.

다) 파종량

•파종량은 초종 및 잔디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1㎠ 단위 면적에 1.5~5.0개의 살아 있는 종자를 파종하는 것이 좋으

며, 유식물 개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 단위 면적에 1~2개 정도의 유묘 발달이 

적절하다.

•단위 면적당 파종량은 초종 및 종자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켄터

키 블루그래스는 1.5~3.0립 정도, 미세 종자인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3.0~5.0립 

정도가 적합하다. 반대로 종자 크기가 큰 톨 페스큐의 경우 1~2.5립 정도가 적절

하다.

계통 종류 생육형Z 파종량(g/㎡)

난지형
버뮤다그래스 S/R-type 10~15

들잔디 S/R-type 5~15

한지형

크리핑 벤트그래스 S-type 5~10

켄터키 블루그래스 R-type 10~15

화인 훼스큐 B-type 20~30

톨 훼스큐 B-type 40~50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B-type 30~40

잔디 관리 수준에 다른 초종별 적정 파종량

ZB-type: bunch-type, S-type: stoloniferous-type, R-type: rhizomatous-type, S/R-type: stoloniferous/rhizomatous-type

라) 파종방법

•균일하게 파종하기 위하여 말뚝과 끈을 이용하여 대지를 일정간격으로 나눈 후, 

전체 파종량의 반을 가로 방향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반은 세로 방향으로 파종한

다.

•파종 깊이는 초종에 따라 3~6mm 정도 묻히도록 해야 정상적인 유묘 출현 및 뿌

리 발달이 양호하다.

•파종 직후 롤러 다짐 작업을 통해 종자를 밀착시켜 지하부 뿌리 생장 및 근계 발

달이 원활하게 되도록 유도한다.

•호광성 종자의 특성상 파종 후 2~3㎜ 정도의 모래로 배토를 실시한다.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 온도 유지를 위하여 폴리에텔렌 필름(두께 0.03㎜) 

또는  볏짚, 황마천, 차광막으로 피복한다.

•피복면 아래 토양이 젖을 정도로 물을 주되 파종면이 너무 젖어서 흙이 뭉치거나 

쇄골이 나지 않도록 한다.

•발아 시 2~3주 동안 흙이 젖어 있어야 하므로 1㎝ 정도 발아할 때까지 물을 자주 

준다. 하지만 파종 전 충분한 관수를 통해 토양 수분이 높은 경우 1~2주 관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자가 발아하면 웃자라거나 고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망을 

수시로 개폐하면서 통풍과 온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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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 후 1~2개월 사이 잔디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비를 시작하되 일반적으로  

순수 질소(N) 성분량 기준으로 5g N/㎡ 정도를 1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하지 않을 경우, 부분적으로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 한 방법으로 보파를 실시한다.

(3) 잔디 뗏장 식재

•뗏장 식재 방법은 신속하게 잔디밭 조성이 가능하지만, 파종에 비해 시공비용이 

많이 들고 평탄성 훼손 등의 단점이 있다.

•뗏장을 사용하는 잔디는 생육형이 S-type, R-type 또는 S/R-type으로 지하경 

및 포복경 발달이 왕성하고 발근력이 좋아야 한다.

•뗏장 식재 시 흙을 붙인 잔디와 흙은 턴 잔디가 있으며, 흙털이 잔디는 운반이 어

렵거나 중요하지 않은 장소에 쓰인다.

•일반적으로 뗏장식재는 연중 가능하나 여름과 겨울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 뗏장의 구비조건

•잔디 포복경 및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 좋다.

•잡초 및 병충해 발생이 없는 뗏장을 사용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뗏장이 바람직하다.

•수확 및 이동 시 원래 형태가 유지되는 인장력이 강한 뗏장이어야 한다.

•뗏장 식재 후 1~2주 안에 발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뗏장 운반 및 취급

•뗏장 수확 후 운반할 때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적당한 습기를 유지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며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잔디 소재는 식재 시까지 차광막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 및 강우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살수를 한다.

•잔디식재 완료 후에는 남은 잔디 부스러기 등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유지한다.

다) 뗏장식재방법

① 전떼 붙이기

•잔디 전면 붙이기는 토양 개량과 정지 작업이 완료된 지면을 롤러로 다진 후 잔

디 표면 전체를 준비한 뗏장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전떼 또는 평떼라고도 한다.

•잔디규격 : 18×18×3cm, 21×21×3cm, 30×30×3cm 등

② 어긋나게 붙이기

•준비한 뗏장을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

열하여 식재하는 방법이다.

•잔디규격 : 18×18×3cm, 21×21×3cm, 30×30×3cm 등

③ 줄떼 붙이기

•줄떼 붙이기는 준비한 뗏장을 10~15cm 정도 잘라 10~20cm 간격으로 붙이는 

방법이다.

•실무에서 줄떼 식재는 ½ 줄떼 또는 ⅓ 줄떼로 실시한다.

•잔디규격 : 30×10×3cm, 30×15×3cm 등

전떼 식재

30x30

30cm

30cm

어긋나게 붙이기

30x30

30cm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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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뗏장 식재 시 주의사항

•뗏장의 이음새와 뗏장의 가장자리 부분에 흙을 충분히 채워야 하며, 뗏장 위에도 

배토를 한다.

•특히, 흙털이 잔디는 배토 시 잔디 사이사이에 잘 채워져야 한다.

•뗏장을 붙인 후 잔디면을 소형 롤러(100~120㎏)로 전압하여 주고, 관수를 충분히 하

여 흙과 밀착되도록 한다.

•경사지에 잔디를 식재할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랫방향으로 식재하며, 뗏장 1매 

당 2개의 떼꽂이를 박아 뗏장을 고정해준다.

•일반적으로 절토 비탈면은 평떼 식재, 성토 비탈면은 줄떼 식재를 한다.

마) 롤잔디 붙이기

•롤잔디는 들잔디 및 한지형 잔디를 사질양토 등에 균일하게 재배하여 일정한 규

격(100×30×3㎝ 등)으로 절단하여 롤 형태로 말은 잔디 뗏장을 의미한다.

•롤잔디 식재 시 잔디밭 조형 및 표면 구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두께가 일정한 뗏

장을 수확해서 반입한다.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로울러나 인력으로 다진다.

•롤잔디를 붙이기 전 정지된 땅에 관수를 실시해서 식재층에 수분이 있도록 토양

을 가볍게 적셔준다.

•롤잔디를 틈새 없이 붙이고 모서리의 남은 부분은 절단기로 깨끗하게 자른다.

•새로 붙인 잔디면을 롤러로 다져 롤잔디가 토양에 밀착되도록 한다.

1/2 줄떼 붙이기 1/3 줄떼 붙이기

30x10

30cm

10cm

10cm

30x10

30cm

10cm

20cm

5. 잔디밭 관수

(1) 관수목적

•잔디식물 체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은 생명현상 유지, 영양분의 흡수 

이동, 광합성 및 증산작용 등 여러 가지 생리 작용에 관여하고 있다.

•잔디생장에 중요한 수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적절한 양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2) 관수량

•관수량은 초종, 생육 상태, 지반 및 기상환경에 따라 잔디밭에서 수분 요구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적 수분 요구량은 난지형 잔디는 증발산의 65%, 한지형 잔디는 80% 

수준을 기준으로 전체 잔디밭 면적을 고려해서 관수용량을 산출하는 것이 좋다.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대부분의 잔디밭은 하루 4mm 전후, 주당 30mm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관수량은 3~10mm/1일 범위로 이해하면 된다.

•관상용 잔디밭으로 사질토에 조성된 공원은 일주일에 15mm씩 2회 정도, 점질 

양토에 조성된 잔디밭은 20mm 정도의 수분을 1회 정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

하다.

•스포츠용 잔디밭으로 모래 지반에 조성된 잔디구장 및 골프장의 경우 관리체계 

수준에 따라 일 평균 3~6mm 정도, 주당 4~7회 정도 관수를 실시한다.

(3) 관수시기

•잔디밭에서 식재층 토양의 수분함량이 잔디생육에 부족해지기 직전 실시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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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시기에 따라 살수효율, 살수패턴 및 병 발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결정한다.

•한낮에 관수하면 증발산량 증가와 불균일한 살수 패턴으로 관수 효율이 떨어지

며, 야간 관수는 병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한다.

•이른 아침에 관수하면 온도가 낮아 증발산에 의한 수분 손실이 적고, 바람의 영

향도 적어 균일 살포가 가능하다.

(4) 관수장비 특성

•관수장비는 비용이 저렴하면서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이 좋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장비는 잔디 위에서 살수되는 오버헤

드 방식으로 팝업 타입과 로터리 타입이 있다.

•팝업 타입(pop-up type)은 스프레이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작동수압이 1~2kg/㎠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수 반경도 6~12m 정도로 다소 짧다. 하

지만 분사되는 물방울이 가늘고 골고루 분사됨으로 관수 패턴이 균일하다.

•로터리 타입(rotary type)의 관수 방식은 회전형으로 작동되며, 작동 수압이 2~6kg/

㎠로 높아 일반적으로 살수 반경이 24~60m 정도로 더 멀리 살포할 수 있으며 내

구성이 강하다.

(5) 관수장비 선정

•균일한 관수가 필요한 대면적의 관상용 및 스포츠용 잔디밭에는 일반적으로 팝업 

방식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적절하다.

•예산 부족 또는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잔디밭에는 호스를 이용

한 이동식 QC(Quick-coupling)를 사용 한다.

•효율적인 관수를 위해서는 대면적 또는 고품질 잔디밭에도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

템과 함께 반드시 이동식 QC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잔디밭 예초

(1) 예초목적

•잔디밭 예초의 목적은 미적 가치 향상, 균일한 잔디면 제공, 플레이 기능 제공, 

잔디밀도 증가 및 잡초방제 등이 있다.

•하지만 잔디밭 용도에 따라 주된 목적은 다르다.

잔디밭 예초작업

잔디밭 용도별 예초 목적 및 요구 정도

Z+++: 상, ++: 중, +: 하

예초 목적
잔디밭 용도별 요구도z

정원 공원 경기장 골프장

미적 가치 향상 +++ +++ ++ ++

균일한 잔디면 제공 + + +++ +++

플레이 기능 제공 + + +++ +++

잔디밀도 증가 +++ +++ +++ +++

잡초방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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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초와 잔디생리

•잔디예초는 엽 조직을 감소시켜 탄수화물 합성과 영양분 저장 능력이 감소한다.

•예초 시 정아우세 현상 타파로 분얼이 촉진되면서 신초 발생이 증가한다.

•예초를 자주할수록 엽폭이 좁아지고 잔디밀도가 증가한다.

•예초 시 광합성 능력은 감소하지만 신초 발생으로 탄수화물 요구량은 높아지기 

때문에 예초 작업은 저장 탄수화물 감소와 뿌리에 이용될 영양분이 소모됨을 의

미한다.

•즉, 종합적으로 예초는 지상부의 신초 발생 및 밀도는 증가하지만, 지하부의 뿌

리생장은 감소한다.

(3) 잔디예고

•잔디용도, 관리체계 및 기대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초종 고유의 예고 내성 범

위에서 해당 잔디밭에 적합한 예고를 결정한다.

•유전적 특성에 따라 초종별 예고에 대한 내성 범위는 다르다.

(4) 잔디예초

가) 예초횟수 기준

•잔디생장 및 생리 반응에 필요한 광합성은 예초 작업으로 감소한다.

•잔디밭 예초 후 다시 회복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엽 조직이 제거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예초횟수 결정 시 ⅓ 법칙을 적용한다.

 

나) 예초의  1/3 법칙

•예초 시 엽 조직은 30~40% 이내 범위에서 깎아 준다.

•엽 조직이 과도하게 잘려 나갈 경우 지상부 및 지하부 조직의 재생장에 생리적 

균형이 깨져 회복력 저하 및 잔디밭 품질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상용 한지형 잔디의 경우 대상 초종의 예고 기준 범위에서 1~2cm 

정도 더 자랐을 때 잘라 주는 것이 적절하다.

다) 예초회수 결정

•예초의 ⅓ 법칙을 이해하면서 생육환경, 신초 출현 속도, 예고 및 사용 목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생육환경이 양호해서 잔디생장이 빠른 경우 예초 후 재생장도 빨리 진행됨으로 

예초횟수를 증가시킨다.

•잔디생육이 불량한 환경에서는 생장속도가 느려 예초 후 재생장도 느려지므로 예

구 분 초 종 적정범위(mm)

난지형
버뮤다그래스 5~25

들잔디 13~25

한지형

크리핑 벤트그래스 2.5~18

켄터키 블루그래스 19~50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25~50

톨 훼스큐 38~89

주요 초종별 예고 내성 범위

잔디 예초와 ⅓ 법칙

30~40% (⅓)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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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횟수를 감소시킨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양질의 잔디를 원할 경우 들잔디는 온도가 낮은 4월

에는 평균 2~5회/월 정도 예초를 한다. 하지만 온도가 20~35℃로 생육환경이 

양호한 7월에는 신초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평균 2~3회/주 정도 범위에서 

예초를 할 수 있다.

(5) 예고와 관리수준

•잔디 예고는 동일한 초종으로 조성된 잔디밭일지라도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러프와 같은 저관리 수준의 품질이 낮은 잔디밭은 30~70mm, 중관

리 수준은 12~40mm, 그린과 같은 고관리 수준의 고품질 잔디밭은 3~25mm 사

이에서 예초한다.

준 및 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예지물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대로 잔

디밭 위에 환원시킬 수 있다.

(7) 예초장비

•예초장비는 이동성, 조절성, 내구성 및 적절한 동력을 갖추어야 하며 로터리형과 

릴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린 등 저예고 및 고품질 지역에는 릴 모어, 러프 등 고예고 및 저품

질 지역에는 로터리 모어가 적절하다.

관리체계 용 도 적용 사례 예고 범위(mm)

고관리 수준
골프 코스 퍼팅 그린 3~6

3~25
잔디구장 월드컵 경기장 16~25

중관리 수준

골프 코스 티 12~18

12~40
골프 코스 페어웨이 12~25

잔디구장 보조구장 20~30

관상 정원 리조트 공원 25~40

저관리 수준

골프 코스 러프 35~50

30~70
잔디구장 학교 운동장 30~50

관상 정원 가정용 정원 30~50

기 타 고속도로 50~70

잔디관리체계 수준과 예고 범위

(6) 예지물 처리

•예지물 처리는 초종, 예고 및 예초횟수, 잡초 및 병 발생, 대취 축적, 잔디품질 수

예초 장비 구조: 로터리 모어(좌) / 릴 모어(우)

다양한 잔디밭 예초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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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잔디밭 시비관리

(1) 시비목적 

•잔디 식물체는 80% 이상이 수분이며 나머지 20% 이내 물질은 17종의 필수원소

로 이루어진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원소 17종류는 다량요소 9종류(C, H, O, N, P, K, S, Ca, Mg)와 미량요소 8종류(Fe, Mn, 

Zn, Cu, Mo, B, Cl, Ni)가 있다.

•잔디 생육에 필요한 필수원소를 공급해서 내구성 있는 양질의 잔디밭 유지 관리

를 위해 적절한 시비를 해야 한다.

•잔디생육에 많이 필요한 비료 3대 요소에는 질소(N), 인산(P), 칼리(K2O)가 있다.

(2) 시비계획

•잔디밭의 시비계획 수립은 전문 분석기관의 토양 분석을 통해 잔디밭의 영양분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자급자족 원소인 탄소(C), 수소(H), 산소(O)는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

•토양분석 결과 필수 영양분이 과다하게 존재하는 경우 시비를 생략한다. 

•하지만 필수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영양분을 반드시 연중 시비계획에 

반영시켜 비료공급을 한다.

•양질의 잔디밭을 위해서는 연 1회 정기적으로 토양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질소 시비량

•질소 영양분 공급은 토양분석 결과보다 잔디생장 및 엽색 등 품질을 참조해서 초

종 및 관리체계 수준별 연간 질소(N) 시비량 범위 수준에서 시비하며, N 시비량 

기준 범위는 초종, 잔디용도 및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들잔디의 연간 N 시비 기준은 7.5~25g N/㎡ 사이에서 잔디품질 및 관리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최소량인 7.5g은 정원 등 저관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잔

디밭, 최대량인 25g은 골프장 티나 페어웨이 등 고관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잔디밭에 적용할 수 있다.

•한지형 잔디의 연간 N 시비량 기준 범위(N/㎡)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20~40g, 켄

터키 블루그래스 5~30g, 톨 페스큐 10~20g 및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10~30g 사

이에서 결정한다.

•동일한 초종일지라도 정원 등 저관리 수준의 잔디밭보다는 골프장 및 경기장 등 

고품질이 요구되는 고관리 수준으로 유지되는 잔디밭의 연간 목표 N 시비량이 

더 많다.

(4) 시비시기

•잔디밭에서 시비는 생육 상태를 확인하면서 결정하며, 생육이 왕성하게 진행될 

때에는 생육이 완만한 시기에 비해 시비량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중부 지방에서 들잔디의 경우 5월 상순~8월 하순 사이, 한지형 잔디

의 경우 3월 하순~6월 하순 및 8월 하순~11월 중순 사이에 생육상태를 확인하

잔디관리체계 수준별 연간 질소 시비량 범위

구분 종류
관리 수준별 질소 시비량 (g N/㎡/연)

낮음 중간 높음

난지형
버뮤다그래스 20~25 25~30 30~40

들잔디 7.5~10 10~15 15~25

한지형

크리핑 벤트그래스 - 20~30 30~40

켄터키 블루그래스 5~10 10~20 20~30

톨 페스큐 10~15 15~20 -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10~20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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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관리체계 수준별 잔디밭 기대 품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비를 한다.

•N 비료의 시비 간격은 초종, 생육속도, 식재층 지반, 이용 목적 및 관리체계 수준

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2~4주 간격으로 2.5~5.0g N/㎡ 기준으로 적용

한다.

(5) 비료종류

•질소질 비료: 요소, 유안, 염안, 석회질소 등

•인산질 비료: 인안, 과인산석회, 용과린, 용성인비 등

•칼륨 비료: 염화칼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고토 등

•복합 비료: 9-9-9, 21-17-17, 17-21-17, 18-3-18, 23-5-10 등

•완효성 비료: CDU, IBDU, UF 등

(6) 시비방법

•잔디상태, 비료효과, 비료반응 속도, 비효 지속성, 시비 후 관수 등 여러 가지 요

인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비 방법을 선택한다.

•알비료는 고농도로 살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해 예방

을 위해 시비 후 반드시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며, 관수량은 비료 종류와 시비량

에 따라 다르다.

•비해 예방을 위해서는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에 살포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간상

으로는 아침 일찍 또는 늦은 오후가 바람직하다.

•비 오기 직전 알비료 시비 시 관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액비 및 엽면시비 후에는 별도의 관수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비료 살포 시 알비료는 비료 살포기, 액체 비료는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소량의 알비료는 그릇에 담아 손으로 골고루 뿌리거나, 모래와 섞어서 뿌릴 수 

있다.

•대규모 면적에 알비료 시비 시 비료 살포기를 사용한다.

(7) 기타 유의사항

•잔디밭 관리의 요체는 잔디 개체의 품질보다는 잔디밭 전체 집단의 품질 향상이 

중요하므로 시비 시 적절한 비료량을 골고루 시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일 시비를 위해서는 액비 또는 엽면시비가 바람직하지만, 이들 방법은 비효지

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알비료로 균일한 시비 효과를 내기 위한 노하우를 활용한다.

•잔디밭에 잡초 제거 및 예초 후 시비를 한다.

•알비료는 고농도 살포이기 때문에 비효지속 기간이 보통 2~4배 정도 길지만, 비

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유안, 요소, 황산칼륨, 21-17-17 복비 등은 비해 가능성이 크므로 고온기 

살포 시 주의한다.

구분 알비료 액비 엽면시비

비료형태 고체 액체 액체

살포효과 불균일 균일 균일

살포횟수 가끔 자주 아주 자주

비효지속 길다 중간 짧다

구분 내용

비료 입자 알비료의 입자 크기가 적은 종류를 선택

비료 효과 비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

살포 간격 시비는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시비

캘리브레이션 살포 전 비료 살포기의 눈금을 적절히 조정

숙련도 잘 숙련된 경험 많은 관리자가 직접 살포

잔디 시비 방법 유형 별 특성 비교

알 비료로 균일 시비 효과를 위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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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잔디밭 갱신작업

(1) 갱신작업의 필요성

•잔디밭 조성 후 사람 또는 장비에 의해 누적적으로 답압이 가해지면서 지반이 훼

손되고 잔디밭 품질이 불량해질 수 있다.

•갱신작업을 통해 식재층 지반의 투수성, 보수성, 통기성 등 토양의 물리적 특성

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갱신작업 유형 및 효과

•초종, 식재층 토양 및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어 상태가 불량한 잔디밭 품질을 개

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갱신작업(renovation)이라고 한다.

•갱신작업은 잔디상태에 따라 전면 교체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

며, 이 때  토양 공극률 증가와 통기성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통기작업(aeration)이

라고도 한다.

•갱신작업의 유형: 스파이킹(spiking), 슬라이싱(slicing), 버티컷팅(verticutting) 및 코어링

(coring) 등

가) 갱신작업 효과

•잔디밭의 답압 개선과 함께 표면배수, 투수성 및 통기성 등 토양 물리성이 향상

된다.

•갱신작업의 효과는 갱신작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 갱신작업 피해

•갱신작업 시 토양 물리성은 향상되지만, 잔디밭 훼손, 건조 피해, 잡초 발생 및 

해충 피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갱신작업 시 피해 정도는 갱신작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3) 갱신장비의 선정

•이용 빈도가 낮고 토양고결이 심하지 않은 잔디밭은 스파이킹 및 슬라이싱 장비

로 실시한다.

•퍼팅 그린처럼 이용 빈도가 높고 토양이 긴밀해져 토양고결이 심한 잔디밭은 코

어링 장비를 사용한다.

작업효과 스파이킹 슬라이싱 버티컷팅 코어링

표면답압 개선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토층답압 개선 없음 낮음 중간 높음

투수속도 향상 아주 낮음 낮음 중간 높음

갱신작업 유형별 작업효과

작업피해 스파이킹 슬라이싱 버티컷팅 코어링

잔디훼손 아주 낮음 낮음 중간 심함

건조피해 아주 낮음 낮음 중간 심함

잡초발생 없음 낮음 중간 심함

갱신작업 유형별 작업피해

통기작업

슬라이싱 스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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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작업 후 회복기간이 짧거나, 또는 토양 고결화가 진행되었지만 코어링 장비

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갱신강도가 다소 약한 버티컷팅 장비를 사용한다.

•스파이킹 및 슬라이싱 장비를 사용할 때 잔디밭 피해는 적게 나타나며, 회복 기

간은 1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연중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버티컷팅 및 코어링 장비로 갱신작업을 할 경우 잔디밭 피해가 커서 회복 

기간이 2~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사용한다.

(4) 갱신작업 시기

•갱신작업 후 회복 기간은 초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종별 생육온도를 

고려해서 작업 시기를 선택한다.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른 봄과 늦여름~초가을 

사이가 적기이다. 중부 지방에서 버티컷팅 또는 코어링 작업을 할 경우 3월 하순

~6월 초순과 9월 초순~10월 중순 사이에 실시한다.

•난지형 잔디는 여름에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늦봄~초여름 사이가 적기이다. 

중부지방에서 버티컷팅 또는 코어링 작업은 5월 초순~7월 하순 사이에 실시한

다.

관리 수준 적용 지역 코어링 횟수 비고

고관리
골프장 그린 2~6회 집중 답압 지역

월드컵 경기장 2~4회 집중 답압 지역

중관리

골프장 티 1~3회 소규모 면적

골프장 페어웨이 필요시 실시 대규모 식재 면적

잔디구장 1~2회 격렬한 게임

저관리
골프장 러프 거의 불필요 -

정원, 공원 거의 불필요 -

잔디 관리 시스템 및 대상 지역별 코어링 작업횟수

9. 잔디밭 배토작업

(1) 배토작업의 필요성

•배토작업은 잔디밭에 토양을 얕게 공급해 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갱신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코어링 및 버티컷팅 작업 후 반드시 실

시한다.

•골프장에서 배토작업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관리방법으로 주된 목적은 잔

디 조성 시 발아 및 생육 촉진, 평탄성 개선 및 대취층 조절이다.

(2) 배토효과

•잔디종자 파종 시 종자를 피복해서 식재층 토양의 보습력을 향상시켜 발아 촉진

을 유도한다. 

•영양번식으로 들잔디 식재 시 포복경과 지하경을 피복함으로써 토양의 보습력을 

향상시켜 잔디활착이 촉진된다.

•잔디밭에 있는 디벗에 배토사를 채우면 잔디회복이 촉진된다.

•대취층에 유입된 배토사는 대취 분해를 촉진시켜 대취 축적이 방지된다.

•버티컷팅과 코어링 후 배토는 건조 피해를 감소시켜 잔디 회복을 촉진한다.

•경기장에서의 배토작업은 잔디 표면을 고르게 유지함으로써 평탄성을 향상시키

고, 골프장 퍼팅그린에서 배토를 자주하게 되면 그린 스피드가 증가한다.

(3) 배토량

•일반적으로 배토량은 배토 목적에 따라 1~20mm 범위에서 조절한다.

•종자 파종 시에는 3mm 전후로 얕게 배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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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서 평탄성 개선 목적으로 실시할 때는 1회 2~5mm 기준으로 자주 실시

한다.

•골프장에서 그린 스피드 향상이 목적인 경우에는 1회 1~2mm 기준으로 자주 실

시한다.

•영양번식으로 들잔디 잔디밭을 조성 시 포복경 피복 및 표면 요철 방지를 위해 

배토량은 10mm 정도 사용한다.

(4) 배토횟수

•배토횟수는 대취 축적 및 잔디면 평탄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잔디생장이 왕성한 초종, 예고가 낮은 지역, 질소 시비량이 높은 잔

디밭에서는 배토횟수를 증가시킨다.

•한지형 잔디구장에서 효율적인 대취층 조절을 위해서는 3~6주 간격으로 지속적

으로 실시한다.

(5) 배토시기

•잔디밭에서 배토 시기는 초종, 관리시스템, 잔디밭 상태, 기계작업 유형을 고려

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한지형 잔디는 잔디생장이 왕성한 봄과 가을, 난지형 들잔디는 맹아

가 시작되는 4~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들잔디에서 월동 목적으로 배토작업을 실시할 경우 9월 이후~휴면기 시작 직전

에도 실시할 수 있다.

10. 잔디 병해충 방제

(1) 발병의 3요소

•잔디밭에서 병해 발생에 중요한 발병 3요소는 병원균, 기주 및 환경이다.

•병원균에는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선충류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잔디병은 과습한 환경에서 주로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질소질 비료의 과용 시 도장, 배수불량으로 인한 통기성 저하, 장마기나 강

우로 인한 배수불량 등의 원인에 의하여 많이 발생한다.

코어링 작업 후 배토작업

잔디밭 발병의 3요소

발병

병원균

[세균/곰팡이/바이러스/해충]

기주

[난지형/한지형]

환경

[기상/토양/관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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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디병 발생과 환경

•잔디밭에서 환경 조건은 발병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작업을 통해 발병이 쉬운 환경을 발병이 안 되도록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온도는 병원균의 병원성과 기주 식물의 저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인

자로 발병은 기주인 잔디와 병원균의 생장속도가 다를 때 나타난다.

•난지형인 들잔디는 생장속도가 느린 봄과 가을에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저

온성 병원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이유로 대표적 병해인 라지패취는 생

육이 저조한 늦가을과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한다.

•한지형 잔디는 여름에 잔디생장이 저조할 때 병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야온

이 25℃ 이상 지속되는 7월 중순~8월 초순 사이 고온성 병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여름 고온기 장마철에 피시움 블라이트가 심하게 발병되는 것도 온

도 변화에 따라 잔디생장과 병원균 병원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3) 병해충 방제 대책

•잔디밭 관리환경에 따라서 발병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시 

IMF 관리 작업을 통해 발생이 안 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가) 관수관리(Irrigation, I)

•관수는 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조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 수준으로 

공급한다.

•관수작업은 매일 자주하는 방식보다는 한 번에 충분한 양을 3~4일 간격으로 실

시해서 잔디밭 표면의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최적의 관수 시간은 이슬이 존재하는 이른 아침 6~8시 사이에 실시한다.

나) 예초관리(Mowing, M)

•대부분 병은 예초 시 감염 및 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병 시기 예초 작업에 유

의한다.

•잔디밭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예초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디밭에서 발병이 진행된 경우 한시적으로 예지물을 수거한다.

다) 시비관리(Fertilization, F)

•영양분의 불균형은 병해에 대한 잔디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시비량

과 시비시기에 유의한다.

•특히, 질소 시비량이 높은 경우 브라운패취, 피시움 블라이트 및 설부병 등의 발

병률이 높기 때문에 초종별 추천 시비량을 참조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한다.

라) 기타

•잔디밭 조성 시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해서 토양산도, 통기성, 투수성, 보수성, 보비

력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대취층 조절 및 완전 부숙된 개량재 사용 등 병해 발생 원인을 제거한다.

•고밀도 잔디밭의 발병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IMF 관리 외에 버티컷팅 등 통기

작업 및 배토작업을 통해 잔디밭 밀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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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잔디병의 발생 시기

병 명 기주 잔디 발생 시기

피시움 블라이트 한지형 6월~9월

브라운패취 한지형 6월~9월

설부병 한지형 12월 중순~4월

춘고병 난지형 4월

라지패취 난지형 4월~6월, 8월~10월

페어리링
난지형 6월~10월

(특히, 초여름 강우기)한지형

달라스팟
난지형 4월~6월 하순

한지형 8월 하순~9월 하순

녹병
난지형 5월~10월

(특히, 9월 하순~10월 상순)한지형

국내 잔디밭에 발생하는 주요 잔디 병해의 생태적 특성

잔디밭에 발생한 주요 병해

브라운패취

피시움 블라이트

페어리링

라지패취

(5) 잔디밭 주요 해충

가) 해충종류

•잔디 해충에는 가해 습성에 따라 굼벵이 등 토양 서식 해충과 멸강나방 등 지상

부 서식 해충이 있다.

•토양 서식 해충은 지표면 아래에서 왕성하게 생장 및 서식하면서 잔디의 생장점 

아래 부분을 가해하기 때문에 해충 진단이 어렵다.

•지상부 서식 해충은 지표면 가까이 존재하면서 잔디의 생장점 윗부분을 가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충 진단이 쉽다.

나) 토양서식 및 지상부서식 해충의 특성

•토양 서식 해충은 서식에 불량 환경 조성 및 천적인 동물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

다.

•지상부 서식 해충은 엽신을 가해하는 종류와 엽과 줄기에서 즙액을 흡즙하는 종

류가 있다.

다) 잔디밭 해충과 가해 초종

•잔디밭에서 엽, 줄기 및 뿌리 조직에 발생하는 해충의 가해 초종 및 발생 시기는  

해충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잔디밭에 나타나는 해충 종류에는 나방류, 풍뎅이류, 노랑굴파리 등이 있다.

구 분 섭식 부위 가해 양상 종 류

토양서식해충 뿌리조직, 지하경 식해 굼벵이, 잔디애기바구미, 깍지벌레

지상부서식해충

엽 조직, 줄기 식해 잔디포충나방, 멸강나방, 잔디밤나방

엽 조직, 줄기 흡즙 노린재, 응애, 깍지 벌레류

토양 서식 해충 및 지상부 서식 해충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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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명 가해 잔디 발생 시기

잔디포충나방 난지형 및 한지형 7월~10월

잔디밤나방 난지형 및 한지형 5월~10월 

검거세미나방 난지형 및 한지형 6월~10월

멸강나방 난지형 및 한지형 5월~7월

굼벵이 난지형 및 한지형 4월~9월

노랑굴파리 난지형 잔디 6월~7월

주요 잔디 해충과 가해 초종

(6) 병해충 방제와 농약 사용

가) 약제 조제

•잔디용으로 등록된 살균제 및 살충제의 추천 농도를 준수한다.

•균일한 약제 살포를 위해 약제 물량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농약을 충분히 희석한

다.

나) 살포 방법

•병해충 방제 시 농약은 발생 지역 위주로 농약을 살포한다.

•뿌리에 발생하는 병원균 및 토양에 서식하는 해충 방제 시 충분히 관수를 실시한

다.

•농약에 대한 저항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은 교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달라스팟, 후사리움 패치, 피시움 블라이트 등은 살균제 저항성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살균제를 교호적으로 사용한다.

•잎이 마르거나 반점이 생기는 급성 약해는 농약 살포 후 3~7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살포 후 주기적인 관찰을 실시한다.

다) 농약 사용 시 주의 사항

•방제 시 농약, 살포장비, 기상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여 안전 수칙에 따라 농약을 

살포한다.

항 목 내 용

농약종류 잔디용으로 등록된 적합한 살균제 및 살충제 선택

살포횟수 병충해 피해를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기상조건 5℃ 이하 저온기 또는 35℃ 이상 고온기에 살포 금지

라벨
제품 사용 전 라벨을 충분히 숙지해서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참조

해서 살포

살포장비
농약 처리 시 정확한 양이 균일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비에 

대해 적절한 눈금 조정 및 점검 실시

농약 사용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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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1. 다음 중 난지형 한국잔디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들잔디          ㉯ 비로드잔디 ㉰ 버뮤다그래스         ㉱ 금잔디

2. 한지형 잔디 중에서 포복경으로 번식하며, 회복력이 빠르고 고밀도의 특성으로 인해 골프장 

퍼팅 그린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잔디는?

  ㉮ 들잔디         ㉯ 크리핑 벤트그래스       ㉰ 톨 페스큐        ㉱ 켄터키 블루그래스

3. 한국잔디의 생육적온으로 맞는 것은?

  ㉮ 10~20℃  ㉯ 15~25℃  ㉰ 20~30℃     ㉱ 27~35℃

4.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뿌리발달에 가장 양호한 온도 조건은?

 ㉮ 10~18℃ ㉯ 15~24℃  ㉰ 20~27℃     ㉱ 30~35℃

5. 다음 물리적 특성 중 사질토양과 관련이 적은 것은?

  ㉮ 투수성 ㉯ 통기성 ㉰ 보수성 ㉱ 배수성

6. 다음 중 잔디밭 조성 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  심미적 효과 ㉯ 산소절감 ㉰ 냉각기능   ㉱ 휴식기능

7. 다음 잔디붙이기 중 뗏장을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식재방법은?

  ㉮ 1/3줄떼붙이기 ㉯ 1/2줄떼붙이기      ㉰ 평떼붙이기        ㉱ 어긋나게붙이기 

8. 준비한 뗏장을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는 식재

방법은?

 ㉮ 전떼식재   ㉯ 어긋나게 붙이기  

 ㉰ 평떼 붙이기  ㉱ 줄떼 붙이기

9. 다음 뗏장 식재요령으로 틀린 것은?

 ㉮ 뗏장의 이음새와 가장자리 부분에 흙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 흙털이 잔디 뗏장인 경우에는 잔디 사이사이에 잘 채워줄 필요는 없다.

 ㉰ 뗏장을 붙인 후 잔디면을 소형 롤러로 전압하여 흙과 밀착되도록 한다. 

 ㉱ 경사지에 잔디를 식재할 경우에는 뗏장 1매 당 2개의 떼꽂이를 박아 고정해준다.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 한지형 잔디 조성은 주로 종자파종으로 시공한다.

   ㉯ 흙털이 잔디로 시공 시 잔디 사이사이 흙을 충분히 채워 주어야 한다.

   ㉰ 절토 비탈면 녹화 시에는 주로 평떼식재방법을 사용한다.

   ㉱ 포복경 또는 지하경 등을 이용한 잔디식재 방법은 파종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11. 잔디생장 및 발육에 적절한 양의 수분 공급이 필요한데 다음 중 수분의 역할이 아닌 것은?

     ㉮ 생명현상 유지   ㉯ 광합성 작용    ㉰ 영양분의 흡수         ㉱ 팽압감소

12. 다음 중 관수패턴 및 병발생 등을 고려 시 가장 효율적인 관수 시간은?

     ㉮ 이른 아침 ㉯ 오후 시간 ㉰ 저녁 시간    ㉱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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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 예초는 엽 조직을 감소시켜 탄수화물 합성 및 영양분 저장 능력이 감소한다.

  ㉯ 예초 시 정아열세 현상 타파로 분얼이 촉진되면서 신초 발생이 증가한다.

  ㉰ 잔디밭 예초작업을 하면 할수록 엽폭이 좁아지고 잔디밭 밀도가 증가한다.

  ㉱ 예초는 지상부 신초 발생 및 밀도는 증가하지만, 지하부 뿌리생장은 감소한다.

14. 다음 중 한국잔디의 예고 내성 범위는?

  ㉮ 5~25mm ㉯ 10~35mm ㉰ 13~25mm ㉱ 25~50mm

15. 예초 후 잔디가 다시 회복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엽 조직이 제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초횟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 정아우세 ㉯ 광합성 ㉰ ⅓ 법칙 ㉱ 탄수화물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잔디 식물체는 80% 이상이 수분이며 나머지 20% 이내 물질은 17종의 필수원소로  

  이루어진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 잔디밭 시비 시 자급자족 원소인 탄소(C), 수소(H), 산소(O)는 시비를 하지 않는다.

  ㉰ 토양분석 결과 필수 영양분이 과다하게 존재하는 경우 시비를 생략한다.

  ㉱ 질소 시비는 토양분석, 잔디생장 및 엽색 등 품질을 참조할 필요 없이 시비한다. 

17. 다음 중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N 시비량(g N/㎡) 기준 범위는?

  ㉮ 5~30g ㉯ 7.5~25g ㉰ 10~20g ㉱ 20~40g

18. 다음 갱신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갱신작업의 효과 및 건조 피해는 갱신작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갱신작업 시 토양 물리성은 향상되지만, 잔디밭 훼손, 건조 피해, 잡초 발생 및 해충  

     피해 등이 나타난다.

  ㉰ 스파이킹, 슬라이싱, 버티컷팅 및 코어링 작업 중 건조피해가 가장 큰 작업은 스파이킹  

     작업이다.

  ㉱ 답압 개선과 함께 표면배수, 투수성 및 통기성 등 토양 물리성이 향상된다.

19. 다음 중 잔디병해 예방대책이 아닌 것은?

  ㉮ 관수, 예초 및 시비 등 관리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잔디밭 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관수 시간은 저녁에 실시한다.

    ㉰ 잔디밭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예초를 실시한다.

  ㉱ 영양분의 불균형은 잔디식물의 생리 작용에 영향을 주어 병해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시비량과 시비시기에 유의한다.

20. 다음 해충 중 뿌리를 주로 가해하는 해충은?

  ㉮ 굼벵이 ㉯ 멸강나방    ㉰ 응애   ㉱ 잔디밤나방



전정관리

05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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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정의 정의

•수목을 식재한 후 자연 상태로 방치해 두면 생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해가      

발생되거나 본래의 수형과는 다르게 자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게 된다.

•전정이란 수목의 수형을 유지보존하고 생장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간과 가지를 정

리함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원하는 형태대로 관상,개화, 결실 등의 최종적인 

목적을 얻기위한 기초정리작업을 말한다.

2. 전정의 목적

 전정은 여러 가지 수종마다 생리와 생태가 다르고 관리방법 및 용도에 따라 자연

형을 최대로 묘사하며 이에 가깝게 인공적으로 자연섭리와 기술을 응용하여         

예술적인 수형을 조절하는 인공예술학이라 하겠다. 그 대상도 꽃, 열매, 단풍, 나

지, 수피 등의 관상적인 용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수목의 생리·생태적인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한다.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내어 통풍과 채광을 좋게하여 병해충을 방지하고 풍설해

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내

지를 제거하여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의 흡수와 증산의 균형을 맞추어 활착을 

좋게 한다.

•쇠약한 수목은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3. 기본원리 및 효과

•수형이나 초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잘라주어(도장지, 결가지)고유

의 미적가치를 높인다.

•여름철의 태풍을 대비하여 수형을 축소시키거나(가로수 등) 생육을 조절할 수 있다.

•통풍과 채광이 잘 되게하여 병충해발생을 억제한다.

•영양생장을 조정하고 생식생장으로 유도하여(유실수, 화목 등) 개화 결실을 촉진한다.

•이식한 식물은 지상부의 수분증산과 뿌리의 수분흡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가지와 잎을 줄여주어 활착을 촉진시킨다.

•병충해피해 또는 쇠약한 식물의 가지를 잘라 활력을 도우므로 재생시킨다.

 

4. 전정의 유형

•정자(整姿;trimming) : 나무전체의 모양을 일정하게 다듬는 작업

•정지(整枝;training) :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보존하기 위해 줄기나 가지의 성장

조절,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기초정리작업

•전제(剪除;trailing) : 생장에는 무관한 불필요한 가지나 생육에 방해되는 가지 제거작업

•전정(剪定;pruning) : 수목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하거

나 발육을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작업

05Part 전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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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정의 기초 이론

(1) 전정의 C/N율

•C/N비율이란 잎에서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탄수화물(Carbohydrate)과 뿌리

에서 흡수한 질소(Nitrogen) 성분의 비율에 의하여 가지의 생장, 꽃눈의 형성 및 열

매에 양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2) 전정이론 리콤의 법칙

•일반적으로 유실수류는 신초생장(新梢生長)이 강하면 꽃눈 형성이 나빠진다. 신초생

장은 가지의 각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를 리콤의 법칙이라 한다. 가지가 

수직으로 생장할수록 생육이 강해지는 반면 꽃눈 형성이 나빠지고, 반대로 수평

에 가까워질수록 가지 생육은 약해지나 꽃눈 형성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각도

가 좁은 가지를 유인하여 생장이 억제되고, 꽃눈 형성은 촉진된다.

(3) 정부(頂部) 우세의 법칙

•전정 후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잎눈(葉芽)에서 세력이 가장 강한 새 

가지로 자라나고 그 영향에 의해 아래쪽 가지의 생장이 억제되거나 숨은 눈(潛芽)

이 되는 현상을 정부우세성(頂部優勢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가지뿐만 아

니라, 나무 전체에서도 주종관계(主從關係)를 가지고 있다. 열매를 감상하는 유실수

는 이와같은 성질에 의해 결과 부위가 상승되고, 나무가 위로 생장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므로 가지의 갱신 전정이 이루어지고, 수간과 주지(主枝)의 세력에 의해 측

지(側枝)의 생장에 관계되므로 수형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똑바

로 선 가지는 정부우세성이 강하여 아래 부분의 측아(側芽)발생을 억제시켜 꽃눈 

전지전정의 모습

주상형

다이아몬드형

원개형 배형 첨탑형 방두형

삿갓형 타원형 난형 원통형

원형 또는 구형 우산형 원추형

전정 전 전정 전전정 후 전정 후

가이즈까 향나무 정자  전정

전지전정의 모습



전정관리176 시민정원사 매뉴얼 177

형성이 어려우므로 유인 등에 의해 정부 우세를 약화시키면 꽃눈 형성이 촉진된

다.

(4) T/R율과 생육

•나무의 생장에 있어서 지상부(top)와 지하부(root) 생장의 중량 비율을 T/R율이라고 

한다. 토양 내에 수분이 많거나 질소의 과다, 일조부족, 석회부족 등 다량 요소 

부족의 경우에 지상부에 비하여 지하부의 생육이 나빠져서 T/R율 균형(均衡)을 잃

게된다. 나무를 옮겨 심거나 뿌리가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지상부의 가지도 적당

히 잘라주어 T/R율을 조절해 주어야 신초생장이 약해지지 않으며, 반대로 지나

치게 강 전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뿌리의 양분 수분 흡수에 비하여 지상부의 눈(芽)

수가 적어 도장지의 발생이 많아지고, 신초(新梢)생장도 강해지며 꽃눈 형성이 약

해지는데 이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나는 일종의 생장반응을 볼 

수 있게 된다.

(5) 분지(分枝)각도

•분지각(分枝角)이란 수목의 주간과 주지, 주지와 부주지, 부주지와 아주지의 수평 

사이각을 말한다. 나무 사이각이 벌어진 생태에서 각도가 좁으면 가지가 잘 찢어

지고 일조량과 열매의 품질이 나빠지며, 넓으면 수세가 약해지나 가지의 찢어짐

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수목의 분지각(分枝角)이라 하며 조경수목의 수형

생장과 성목 후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6) 지피융기선(枝皮隆起線)

•전정을 할 때 나무 지피융기선(枝皮隆起線)이란 수목에 수간과 주지(主枝) 또는 주지와 

부주지 사이에 분지(分枝) 각도의 융기를 말한다. 즉, 나무 생장에 매우 중요한 것

으로 초기 관리기술의 기초이다. 대부분 나무가 성장하고 자연목으로 자라는 것

을 살펴보면 크게 별 문제는 없으나 생장초기에 인위적인 전정의 잘못으로 나무 

사이각을 좁게 하였을 경우 성목이 되면서 태풍과 폭설 등에 자연적인 재해를 받

게 된다. 그러므로 전정은 지피융기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초기전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6. 전정 시기와 횟수 

(1) 개요  

대별하면 수목이 휴면 중인 동기(冬期)전정, 생장기에 행하는 하기(夏期)전정이 있다. 

 

•동기전정(冬期剪定) : 수목이 휴면중이기 때문에 상처가 적고 낙엽상태이기 때문에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다. 다만 상록활엽수의 경우 혹한기에는 거의 모든 수종을 

피하는 것이 좋다. 

•춘기전정(春期剪定) : 많은 상록수가 고엽이 떨어지고 신엽이 나오는 적기이다. 가

지를 솎아주고 고엽을 살짝 흔들어 떨어뜨린다. 봄에 피는 화목류는 꽃이 지자마

자 전정하면 내년 봄에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깎아다듬기는 새순 신장이 멈춘 시

기가 좋고 이 때 행하면 가을에 한번 더 할 경우 좋은 수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하기전정(夏期剪定) : 이 시기는 수목의 지엽이 넓게 퍼진 후 도장지가 나오고 가지

가 무성하게 얽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관내부의 통풍(通風), 일조(日照)가 나

빠지기 때문에 복잡한 가지를 솎아주고 과다 신장한 가지를 전정한다. 또 양분이 

축적되는 시기이고 많은 수목이 화아분화가 되기 때문에 강전정을 피하고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행한다. 

•추기전정(秋期剪定) : 상록침엽수는 가을이 전정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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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추전정(晩秋剪定) : 생장이 멈추는 늦가을에는 낙엽수의 경우 동기와 거의 같으나 

침엽수 등은 고엽(枯葉)의 소제하는 가장 적기이다. 춘기에 꽃이 피는 낙엽수는 가

볍게 정리한다. 상록수의 깎아다듬기는 잘라진 부분이 겨울을 넘기면서 보기에 

좋지 않다. 

   수종에 따라 수형과 수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지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침엽수, 상록수, 낙엽수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침엽수는 혹한기를 피하여 10~11월과 초봄이다.(1회) 

•상록수는 봄의 새눈이 신장 생장을 휴지(休枝)하는 5~6월 경과 도장지가 신장 생

장을 휴지하는 9~10월 경이다.(2회) 

•낙엽수는 7~8월경(태풍대책)과 11~3월경이 적당하다.(하기, 동기 2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Betula(자작나무류) 속과 Acer(단풍나무류) 속은 수액상승이 빠르므로 반드시 

11월까지 하는 것이 안전하다. 

•2년째 되는 가지에서 꽃이 피는 수종은 꽃이 진 후, 당년지에 개화하는 수종은 봄

에 한다.   

(2) 개론

가) 수목의 생육 절기와 전정 시기

•온대지방에서는 수목의 생육절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수목의 생육절기를 고려하

여 전정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전정을 가장 피해야할 시기는 발육기이다.  

•낙엽수의 경우, 수목의 건강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전정 시기는 아래 그림에서 제1

휴면기가 끝나가고 제2휴면기가 시작되기 직전이다. 이는 외형적으로 볼 때 수목

의 가지와 줄기에 물오르기 직전이 된다. 

•상록수의 경우에는 완전 휴면에 들어가지 않고 반휴면 상태로 겨울을 나기 때문

에, 수목의 건강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전정 시기는 아래 그림에서 반휴면기가 끝

나는 시점이다. 즉, 외형적으로 새로운 신초 생장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나) 화아분화 시기와 전정 시기

•정원 수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목류, 즉 꽃을 관상의 대상으로 하는 수목

들은 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도록 전정의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전에는 반드시 꽃눈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화아분화라고 한다. 다음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화아분화 시기와 개화시기는 수목의 종류별로 매우 다르다. 

따라서 화아의 수를 줄이지 않을 수 있는 공통된 시기는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꽃이 진 직후에 전정을 하면 화아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수목의 생육 절기와 이식 및 전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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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앞에서 수목의 생육절기를 고려할 때, 수목의 건강에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외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아래의 표에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정시기를 

정리하였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앞에서 본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

정, 즉 줄기, 가지 및 잎을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을 잘라내는 것이 수목의 건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라) 수종별 전정시기

•앞에서 살펴본 생육절기, 화아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요령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수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 화 나 무 ··· ••• •••    ··· ··· ··· ···

동 백 나 무 ··· ··· ••• •••     · ··· ··· ··· ··· ···

산 수 유 ··· ··· ••• · ··· ··· ··· ··· ··· ···

서 향 ··· ··· ••• ••• ·· ··· ··· ··· ··· ···

백 목 련 ··· ··· ··· •••    ··· ··· ··· ··· ··· ··· ···

명 자 나 무 ··· ··· ··· ••• ·· ··· ··· ···

개 나 리 ··· ··· ··· •••    ··· ··· ···

왕 벚 나 무 ··· ··· ··· ••    ··· ··· ··· ···

수수꽃다리 ··· ··· ··· ·•• ••• · ··· ··· ··· ···

조 팝 나 무 ··· ··· ··· ·•• • ·· ··· ···

복숭아나무 ··· ··· ··· ·•• ·· ··· ··· ··· ···

모 란 ··· ··· ··· ··• •••    ··· ··· ··· ··· ···

오오무라사끼철쭉 ··· ··· ··· ••• · ··· ··· ··· ··· ···

기리시마철쭉 ··· ··· ··· ••• · ··· ··· ··· ··· ···

단 풍 철 쭉 ··· ··· ··· ••• ·· ··· ··· ··· ···

등 나 무 ··· ··· ··· ••• ·· ··· ··· ··· ··· ··· ···

만 병 초 ··· ··· ··· ••• · ··· ··· ··· ··· ··· ···

찔 레 나 무   · ·•• •

사쯔끼철쭉 ··· ··· ••       ··· ··· ··· ···

치 자 나 무 ··· ··· •••    ··· ··· ··· ··· ···

수 국 ··· ··· ••• ••• • · ··· ···

무 궁 화 ··· ••• •••

배 롱 나 무 · ··· ••• ••

싸 리 나 무    •• •••

금 목 서 ·· •••

수목 종류별 화아분화 시기와 개화 시기

주) ··· 화아형성 및 지속기  •개화기

구 분 시 기

화목류 개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시 기 수 종 시기 및 요령

춘기전정

(3~5월)

•상록활엽수 : 참나무류, 녹나무 등 
•낙엽활엽수 : 느티나무, 벚나무 등
•침엽수 :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봄꽃나무 : 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여름꽃나무 :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생울타리 :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유실수 : 복숭아, 꽃사과 등
•동백나무, 목련

•잎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날 때
•신장생장이 최대인 시기
•순꺾기(순지르기:적심) - 5월 상순
•꽃 진 직후 전정
•눈이 움직이기 전 이른 봄에 전정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이른 봄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전정

(6~8월)

• 수목 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도장지 
발생, 통풍, 일조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낙엽활엽수 :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일반수목

•비대성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약전정 실시함
•강전정 피함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제거

추계전정

(9~11월)

•낙엽활엽수 일부
•상록활엽수 일부
•침엽수 일부
•생울타리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남부지방만 전정
•묵은 잎 적심(털어주기)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낙엽활엽수
•상록수
•무궁화
•기타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 잡기 위함)
•동계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내년도 신초가 나기 전 10~12월,  
   2월
•해토 무렵 실시

기 타 •장미류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수목 종류별 화아분화 시기와 개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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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內枝) : 내향지, 쇠약지라고도 하며 내부에 있는 약한 가지로 제거한다.

•역지(逆枝) : 역방향으로 자라는 가지로서 제거한다.

8. 전정기법

•수목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병지, 고사지, 얼지, 상수지(도          

장지), 하수지, 역지(교차지), 평행지 등을 먼저 잘라낸다. 그 다음 남겨 놓은 잔 가지

지를 솎아준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배나 사과, 매실 등 과수의 경우 도장지라 해서 

무조건 잘라내지 말고 유인하여 결과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가이즈까 향나무, 향나무, 둥근향나무 등 지엽이 치밀한 수목은 바깥의 지엽만 

자르지 말고 속가지 특히 삭은 가지를 훑어 내어야 한다(채광,통풍).

•벚나무류, 단풍나무류등 전정을 싫어하는 나무의 경우 가지 중간에서 자르지 말

고 연장대행 할 수 있는 분지점 바로 윗 부분을 잘라주어야 한다.

•정지할 때 밑부분의 크기가 직경 2~3㎝이상 될 때는 반드시 아랫부분을 먼저 톱

으로 자른 다음 위에서 잘라야 찢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길게 남기지 말고 바짝 

붙여서 잘라야 유합이 잘 된다. 상처도포제(Wound dressing)를 발라주어야 한다(톰신엠베

스트 등).

7. 전정의 대상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흡지(얼지,분지), 동지, 맹아지, 평행경쟁

지, 도장지(상수지 포함), 역지(하수지), 내향지, 교차지, 병해충 피해지, 고사지 및 쇠약

지, 지나치게 무성하게 자라서 설해·풍해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지, 유실수로서 개

화 결실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가지 등이다.

•흡지(吸枝),얼지(蘖枝),분지(分枝): 지제부 맹아지라 하기도 하며 지제부 또는 지제부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가지이며 방치하면 양분을 쟁탈하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서 제거한다.

•동지(胴枝): 수간의 하부(가지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가지이며 외관상 좋지 못하므로 

제거해야 한다.

•맹아지(萌芽枝): 수간 상부 또는 주지상에 발생한 가지를 말한다.

•평행경쟁지(平行競爭枝) : 동일한 방향으로 거의 같은 굵기로 나온 가지를 말한다.

•도장지(徒長枝) : 상향지라고도 하며 수간부 또는 주지에서 하늘로 향해 힘차게 수

직으로 발생하는 가지로서 전부를 제거하든지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선단의 일부

를 잘라 유인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차지(交叉枝) : 서로 교차되는 가지로서 제거한다. 장미전정 칼날을 남기는 쪽으로

자르는 선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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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와 같이 골속이 큰 나무는 그림과 같이 자른다(장미는 반드시 외아를 남기고 자른다).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먼저 자르려는 부분에서 20~30㎝ 떨어진 밑부분을 1/3정도로 자른 후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자르면 밑이 찢어지지 않는다.

 자른 상구(傷口)가 클때는 반드시 도포제(塗布劑)를 발라 주어야 한다.(발코트, 톱신 엠 페스

트, 톱신페스트 등)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10㎝이상 직경) 

① 아래쪽을 약간 짜른다.

② 아래쪽 자른 곳의 바깥쪽으로

    어긋나게 위에서 자른다.

③ 절단면은 직각으로 한다.

가지지름의 1/3

도포제

(1) 자르는 위치 

가) 큰 가지를 자를 경우 지융부(枝融部)가 있는 가지(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

와 없는 가지의 자르는 위치와 각도가 다르다.

지융부와 자르는 선

A

A

A1

B1

C1

D C

C

B

B

생가지치기(B-B1으로 자르기) 생가지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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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가지의 중간을 자르는 방법

전정가위의 올바른 사용법

눈의 위치와 자라는 방향

② 안쪽 눈

X

X

O① 바깥 눈

나) 긴 가지의 중간을 자를 경우

다) 가지의 선단을 자를 경우 반드시 외아(外芽 ; 바깥눈)를 남겨야 한다. 

라) 기타 요령(중점 포인트) 

①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강한 신초가 자라고 길게 남기면 약한 신초가 나온

다. 따라서 강한 가지는 길게, 약한 가지는 짧게 자른다. 

②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바깥눈(아래로 향한) 위에서 자른다. 

③ 거의 고사 상태 또는 살아 있어도 쓸모없는 것은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자른다. 

④ 2항의 경우 전정가위의 자르는 칼날이 남겨 놓은 쪽으로 향하고 잡아주는 날이 

바깥, 즉 잘려지는 가지 쪽으로 향하게 한다(눈 보호와 빠른 유합(callus) 형성을 위해). 

(2) 생울타리 다듬기

가) 개요

•생울타리 다듬기는 회양목, 주목 등의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하고 맹아력이 강

한 특성을 활용하여, 경계, 차폐 목적과 미관, 소음 저하 목적으로 울타리 형태로 

전정하는 작업이다.

•전정의 회수와 시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록수의 경우는 1차 생

장기가 끝난 5~6월경과 2차 생장기가 끝난 9~10월이 적기이다. 일부 생장이 빠

르고 맹아력이 좋은 수종은 1년에 3~4회 실시하며, 화목류는 꽃이 진 직후에 실

시한다. 더불어, 덩굴성 수목은 가을에 실시한다.

나) 미완성 생울타리 다듬기

•새로 식재한 울타리는 줄을 띄어 계획한 높이와 넓이에 벗어난 가지와 잎만 제거

하여 후년에 밀생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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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cm 미만의 울타리 다듬기 : 회양목, 매자나무, 눈주목 등

① 높이와 넓이를 선정하고 줄을 띄운다.

② 기계전정기나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윗면을 먼저 전정한다.

③ 전정한 윗면에 맞추어 옆면을 나중에 전정한다.

④ 지면부분과 확실한 경계를 주고 맹아지를 제거한다.

(3) 소나무류 순 지르기

가) 개요

•소나무류 순 지르기는 가지가 지나치게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매년 5~6

월 새순이 5~10cm 길이로 자랐을 때 실시하는 작업으로 소나무 특유의 수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 지르기는 적송, 곰솔, 섬잣나무(오엽송)에 실시하며, 이를 순 지르기 

또는 적심(摘芯)이라고도 한다, 어린 순이기 때문에 손으로 잘라주는 것이 원칙이

나 소독하여 사용하는 전용가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또 리기다소

나무,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는 가지솎기와 지하고 높이 조절만 실시한다.

•소나무류는 가지마디가 1년에 한 마디가 자란다. 마디간격이 좁고, 가지가 적은 

나무가 수형이 좋으며, 가지 방향이 어긋나게 자라는 것이 아름답다.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다소 빨리 실시하고, 수세가 좋거나 어린나무는 

5~7일 늦게 한다.

나) 방법

① 여러 개의 새순을 1~2개만 남기고 나머지의 순은 밑 부분까지 제거한다. 

② 남은 1~2개의 순의 길이는 나중에 마디의 길이로 자라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로

자르데 수꽃이 핀것이나 잎이 위쪽에서 부터 나오는 것은 잎의 나온 부위에서 2~3

㎝ 정도 남기고 자른다.

라) 100cm 이상의 울타리 다듬기 : 화살나무, 쥐똥나무, 개나리, 향나무, 주목 등

① 높이와 넓이를 선정하고 줄을 띄운다.

② 동력식 전정기나 정지가위를 이용하여 옆면을 먼저 전정한다.

③ 전정한 옆면에 맞추어 윗면을 나중에 전정한다.

④ 지면부분과 확실한 경계를 주고 맹아지를 제거한다.

⑤ 모서리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둥글게 또는 각이 지게 처리한다.

정지가위 사용요령

1.측면을 깍을 때에는 날과 왼손을 

가볍게 깍을 면에 대고 오른손을 

움직여 깎아 준다.

2.높은 곳을 깎을 때에는 안으로 

뒤집어서 자른다.

오른손을 가볍게 움직여서 자른다.

오른손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자른다.

3.평평한 면을 깎을 때에는 날끝에 

힘을 가해 깎는다.

왼손을 고정한다.

높이와 넓이 설정

지주

잘라낸 가지

완성된 단면

높은 생울타리 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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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나무 전정

소나무 전정은 수형에 따라 다르게 하며, 밑가지가 3가지로 수관을 이루게 하는 삼

지형, 나무의 수관이 우산모양처럼 가지를 배열하는 우산형, 반송이나 다행송처럼 

나무의 밑 둥지로부터 여러개의 가지로 배열하는 총간형, 가지의 배열이 용트림처

럼 자라는 수형으로 수고가 높지 않고 2m미만으로 가지가 밑으로 뻗은 수형인 와

룡형,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수형인 처진형, 인공적으로 층계를 만드는 수형인 계

단형, 공처럼 원모양으로 가지배열, 가지치기 잎따기 들을 통하여 유도되는 수형인 

원형, 수관이 뾰족하게 긴 삼각형으로 자라는 수형인 원추형, 줄기가 지표면과 나

란히 자라는 포복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로 이땅에 자연

스럽게 가꾸신 자연형이 있다. 낙낙장송형이다.

9월에서 11월에 걸쳐 실시하는 전정은 강전정보다는 여름철에 자라난 도장지나 혼

잡한 가지등을 가볍게 하는 정도로 실시한다.

위에서 나열한 수형 중에 깎아다듬기의 경우 4월 중하순에 일찍 봄 전정을 하면 새

잎이 자라 절단 부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는 강전정을 해도 무방하다.

소나무 전정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만 2년이 지난 가지는 중간 부위를 자를 

때는 맹아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말라 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가 너무 길어

서 자를 때는 분지점에서 잘라야 한다.

대형소나무(금강소나무 등)들을 전지하면서 꼭 일반 정원수 전정하듯이 마구 잘라서 타

원형 비슷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먼저 나무 밑에서 윗가지들을 보아 경쟁지, 

교차지, 역지, 상수지, 하수지, 고사지, 이병지 등을 관찰한 후 큰 가지부터 정지하

고 나머지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전정한 후 외형은 가지가 마치 손바닥을 펼치는 모

양으로 하되 겨울철 폭설로 가지가 훼손 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너무 길게 늘어진 

것만을 2/3부 위에서 연장지를 남긴 상태로 분지점에서 잘라주면 되고 외형의 수형

은 낙낙장송형이 되어야 소나무 본연의 맛을 볼 수 있다.

잘못된 전정사례

바람직한 수형

9. 전정량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지량 등을 

조사해서 분량을 결정하되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동화작용 등이 감소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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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축적이 쇠퇴해서 생육이 나쁘게 된다. 반면, 약전정을 할 경우 전정의 목적이

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보통성장이 왕성한 유목은 강전정을, 약해진 노목은 약

전정을 한다.

느티나무 정지

매화나무 정지 전

배롱나무 정지 전

소나무 정지 전

팽나무 정지

매화나무 정지 후

배롱나무 정지 후

소나무 정지 후 흰철쭉 정지 후 자산홍 가지전정

전정사례 
장미의 올바른 전정

자산홍 트리밍

장미의 올바른 전정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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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형의 분류 

수관의 형태에 따라 정형적(整形的) 수형(formal type)과 비정형적 수형(informal type)으로 대

별할 수 있고, 외모를 구성하는 선도 직선적인 것과 곡선적인 것이 있다. 

(1) 정형적 수형 

가) 원주형(圓住形 ; colunmar) : 원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상방향으로 뻗는 경향이 있어 

수목 전체가 가늘고 긴 기둥모양을 이룬다. 

나) 원통형(圓筒形 ; cylinder form) : 전체적인 모양은 원주형과 흡사하지만 아래로부터 

위까지 같은 수관폭으로 생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 원추형(圓錐形 ; conical form) : 초두(梢頭)가 뾰족한 정삼각형의 정연한 형태로 침엽수

에 많다. 

라) 탑  형(塔形 ; tapering) : 수형 전체가 원추형을 이루지만 아랫가지의 자람이 요곡선

을 이루어 수관의 외곽선에 깊이 들어간 부분이 형성되어 탑과 같은 모양의 수관을 

이루는 것으로 원추형의 변형이며 한대지방의 침엽수에 많다. 

마) 원개형(圓蓋形) 및 원정형(圓頂形) : 곁가지가 잘 발달하여 옆으로 넓게 지엽이 형성

되는 수관형으로 가장 많은 예를 보이는 수형이다. 

바) 타원형(橢圓形 ; elliptical form) : 아랫가지나 아랫잎이 말라 올라가지 않는 수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관형이며, 역지(力枝) 이하의 가지 모양에 따라 전형이 결정되고 

너비와 타원모양에는 상당한 변이가 있다. 

사) 난  형(卵形 ; oval form) : 성목(成木)의 큰 나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타원형과는 

달리 아랫가지와 아랫잎이 말라 올라가더라도 형성될 수 있는 수관형이다. 

아) 배  형(盃形 ; pan like) : 잔모양의 수관형으로서 수관 윗부분의 선형이 대체로 직선

이거나 크게 곡선을 이룬다. 

자) 구  형(球形 ; globular) : 인공적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자연상태에서는 그

다지 많지 않은 수관형으로 대체로 관목성의 수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 우산형(雨傘形 ; umbrella) : 지하고의 높낮이와 가지퍼짐의 대소에 의하여 우산모양

의 수관 크기가 달라지며 가장 대표적인 정형 수관이다. 

(2) 비정형적 수형 

수지형(垂枝形 ; weeping) : 수간·주지·소지 등이 길게 아래로 늘어지는 가지로 구성

되는 수관형이다. 

11. 전정 작업의 도구

(1) 사다리 및 톱

교목류나 높은 산울타리 등을 전정할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며, 사다리는 재질

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전정하려는 수목의 위치 및 형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사다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전지가위로 자를 수 없는 굵은 가지

와 줄기는 톱을 사용하여 자르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톱은 반드시 일반 목공용 

톱이 아닌 전지용 톱이어야 한다. 전지용 톱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자르고자 

소나무 순지르기 후 신초 발아 모습 곰솔 순 지르기 후 신초 발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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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목의 가지에 적절한 톱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적과(摘果)가위 또는 적화(摘花)가위 

꽃눈이나 열매를 솎을 때 또는 과일의 수확에 주로 사용되며, 오이와 같은 채소작

물의 적심에 이용되기도 한다.

(5) 고지(高枝)가위 및 고지톱

고지가위는 높은 곳의 가지나 열매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지

면에서 긴 장대 끝에 달린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편리한 가위이다. 또, 이

와 비슷한 고지톱은 끝에 톱이 달려있어 높이 있는 가지를 자르는데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2) 전정가위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전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정가위이

다. 전정가위는 용도에 따라 전지가위와 정지가위로 나눌 수 있다. 전지가위는 가

지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며, 정지가위는 전체적인 모양을 다듬는데 사용한다. 

(3) 적심(摘心)가위 또는 순치기 가위

주로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나 끝순 또는 햇순, 수관 내부의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

를 때와 꽃꽂이할 때 절화용 가위로 사용하며 조경관리사에게는 필수품이다. 

여러 가지 사다리의 예

전지가위의 종류 정지가위

고지가위(일반형) 고지가위(와이어형)

고지가위의 구조

고지톱

적심가위 적과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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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혹가위 및 보조용 칼

톱이나 전정가위로 자른 부위가 병충해로 인하여 썩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처부위

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하여, 도려내거나 다듬어야 할 때 사용한다. 

(6) 긴자루 전정가위

일반적으로 쓰는 전정가위 또는 자르기 힘든 지름 3cm이상의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쓰는 대형가위이다.

(7) 산울타리용 전정가위

주로 쥐똥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향나무 등의 산울타리의 가지나 잎을 빨리 다듬

기 위해 만들어진 전정가위이다.

(8) 동력식 산울타리 전정기

산울타리를 보다 더 능률적으로 전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력이 달린 장비이다. 휘

발유를 이용하는 엔진식 전정기와 전기를 이용한 전동식 전정기가 있다.

긴자루 전정가위

엔진식 산울타리 전정기 전동식 산울타리 전정기

혹가위

전정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도 구 기능과  특성

사다리
•손이 닿지 않는 큰 나무의 윗부분 전정 위해

•마대, 크레인을 이용하기도 함

톱

•큰가지나 썩거나 병충해를 입는 노목을 갱신하기 위해 제거할 때

•대지용 : 길이(36~45㎝), 날의 폭(6㎝)

•소지용 : 길이(25~30㎝), 날의 폭(4~5㎝)

•고지톱 : 지름(2~10㎝) : 톱을 대나무에 묶어서 자름

•전동톱 : 썩거나 병충해 입은 10㎝이상 가지 → 전기톱 이용

전지가위

•조경수목, 분재전정, 지름 3㎝정도의 가지엔 길이가 18~20㎝ 정도가 편리

•사용법 : 지름(1㎝이하)인 가지는 전정가위 날 사이에 넣어 단번에 자름. 날 

   을 비틀거나 비집어 흔들지 않기

•1㎝이상(두꺼운 가지) : 날을 크게 벌려 받쳐주는 날쪽으로 수직으로 돌리면 

   서 자름,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자름

적심가위, 순치기 가위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나 끝순, 햇순, 수관내의 가늘고 약한 가지 자를 때 사용

적과가위, 적화가위 •꽃눈, 열매를 솎을 때, 과일의 수확에 사용

고지가위 •높은 곳의 가지나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갈고리 전정가위) 사용

긴자루 전정가위 •자르기 힘든 지름 3㎝이상의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산울타리 전정가위
•전장(50~100㎝), 날의 길이(15~20㎝)가 적당

•수관을 둥글게 하려면 날의 방향을 하향으로 전정

동력식 산울타리 전정기 •엔진식, 전동식 2가지가 있음

혹가위 및 보조용 칼
•자른 부위를 병충해와 썩음으로부터 방지하거나 상처부위를 빨리 아물게 하 

   기 위해 그 부분을 도려내서 접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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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1. 좁은 정원에 식재된 녹음수를 너무 크게 자라지 않도록 하는 전정은?

 ㉮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

 ㉰ 생리조정을 위한 전정 ㉱ 갱신을 위한 전정

2. 다음 중 전정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장 큰 결과는?

   ㉮ 수목의 종 다양성  ㉯ 개화 결실의 조정

   ㉰ 병충해 방제   ㉱ 수목의 수세강화

3. 수목의 수고를 낮게 하기 위한 전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 수액이 유동하기 전에 강전정을 한다.

 ㉯ 수액이 유동할 때 전정을 실시한다.

 ㉰ 수액이 유동과 관계없이 언제든 실시한다.

 ㉱ 낙엽이 진 후 수목의 휴면기에 실시한다.

4. 다음 중 당년생(일년생)에서 꽃이 피지 않는 수종은?

 ㉮ 무궁화            ㉯ 배롱나무 ㉰ 장미              ㉱ 명자나무(산당화)

5. 수목의 전정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 여름전정(6~8월)은 수목의 생장이 왕성한 때이므로 강전정을 해도 나무가 상하지 않아서 

  좋다.

 ㉯ 이식후 활착을 위한 전정은 본래의 수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 가로수의 지하고는 2.5m이상 되어야 한다.

 ㉱ 봄 전정(4~5월)시 산철쭉, 목련등의 화목류는 개화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6. 전정의 순서로 알맞지 않은 것은?

 ㉮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자른다. ㉯ 수관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자른다.

 ㉰ 수관의 밖에서 안쪽으로 자른다. ㉱ 굵은 가지에서 가는 가지로 자른다.

7. 전정시 반드시 잘라 버려야 할 가지가 아닌것은?

  ㉮ 도장지 ㉯ 교차지 ㉰ 주지 ㉱ 고사지

8. 전정후 가지의 부후균 발생이 잦은 나무가 아닌 것은?

  ㉮ 목련 ㉯ 은행나무 ㉰ 벚나무 ㉱ 자귀나무

9. 수관 다듬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상록수는 5~6월경과 9~10월경이 적기이다.

  ㉯ 산울타리의 수관 다듬기는 위는 약하게 아래는 강하게 한다.

  ㉰ 꽃나무는 꽃이 진후에 수관 다듬기를 한다.

  ㉱ 산울타리는 한해 자란 길이보다 다소 강하게 한다.

10. 다음 가지의 형태별 전정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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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정(剪定)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 볼 수 없는 것은?

  ㉮ 수세의 조절  ㉯ 개화 결실의 조절

  ㉰ 채광, 통풍의 양호 ㉱ 지상부의 쇠약

12. 다음 중 가지치기 후 사용하지 않는 도포제는?

  ㉮ 톱신 페스트 ㉯ 백색 페인트 ㉰ 발코트        ㉱ 톱신 엠 베스트

13. 수목의 개화, 결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전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 끝눈에서 개화하는 나무는 꽃이 진 직후에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 열매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휴면기에 전정을 한다.

    ㉰ 곁눈이 꽃눈으로 분화하는 나무는 휴면기에 가지치기를 한다.

    ㉱ 약한 가지와 강한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세를 보아가면서 한다.

14. 정원수의 전지 및 전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 보통 바깥눈의 바로 윗부분을 자른다.

    ㉯ 도장지, 병지, 고사지, 쇠약지, 서로 휘감긴 가지 등을 제거한다.

    ㉰ 침엽수의 전정은 생장이 왕성한 7~8월경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 도구로는 고지가위, 톱, 사다리, 전지가위 등이 있다.

15. 다음 중 굵은 가지의 가지치기에 필요 없는 도구는?

  ㉮ 전지톱 ㉯ 전지가위 ㉰ 사다리 ㉱ 접도

16. 다음은 봄전정(춘기전정, 3~5월)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상록활엽수(감탕나무, 녹나무 등)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전정

   ㉯ 침엽수(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등) → 순꺾이(순지르기, 적심-5월 상순)

   ㉰ 봄꽃나무(진달래, 철쭉류, 목련 등) → 화목류는 꽃이 진후 곧바로 전정

   ㉱ 생울타리(회양목, 사철나무 등) → 4월 초순

17. 소나무 순 지르기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소나무 순 지르기는 10~11월경이나 2~3월에 한 번 실시한다.

   ㉯ 섬잣나무는 5~6월경에 실시한다.

   ㉰ 순 지르기는 수고 생장을 억제하고 수목의 미관을 좋게 한다.

   ㉱ 잣나무는 순 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18. 다음 전정 방법 중 굵은 가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표현된 것은?

    ㉮ ㉯ ㉰ ㉱

19. 제거 대상 가지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 얽힌 가지   ㉯ 죽은 가지 

   ㉰ 세력이 좋은 가지 ㉱ 병충해의 피해를 입은 가지 

20. 다음 보기중 마디 위 자르기에 적합것은 ?

   ㉮ ㉯ ㉰ ㉱



비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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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수 특성 및 이해

(1) 조경수의 구비조건

•조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재되는 조경수는 외형이 아름답다고 하여 모

두 조경수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식재 위치나 환경조건 등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되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가

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조경수로 쓸 수 있는 것이다.

① 형식미가 뛰어나 관상가치가 커야 한다.

② 실용적인 가치가 높아야 한다.

③ 이식하기 쉽고 이식 후에도 잘 자라야 한다.

④ 불리한 환경에서도 적응성이 커야 한다.

⑤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한다.

⑥ 다듬기작업 등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⑦ 손쉽게 다량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경수의 형상과 크기를 정하는 방법

•배식 설계를 할 때에는 경관의 디자인 효과를 얻기 위해 수목의 형상과 크기, 즉 

조경수의 규격을 하나하나 기입해 놓는다. 또한, 시공을 위해 수목을 구입 또는 

인수할 경우, 설계에서 정해 놓은 형상과 크기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

여 합격된 것만을 인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경수를 생산할 때에는 조경수의 형상과 크기, 즉 조경수의 규격을 충

분히 이해하여 재배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조경수목 :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

으로 공간의 미적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

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나) 이식 :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굴취·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식재 :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구덩이 파기, 나무 앉히기, 되메우기, 지주대 설치, 비료

주기, 물주기, 가지다듬기, 약제 살포, 기타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라) 가식(임시식재) : 식재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식재의 여러 조치중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

 마) 조형목 :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기능을 갖도록 식재되는 수목으로서 성장과정과 식

재과정 및 유지관리 과정에 일반 야생상태의 수목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가꾸어진 

수목을 말한다.

06Part 비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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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정 : 수목의 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를 하거

나 또는 조경수목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

는 정리작업을 일컫는다.

(4) 조경수 규격 기준 용어

•수고(樹高,  H)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도장지 제외)

•수관폭(樹冠幅, W) 

 도장지를 포함하지 않는 수목의 최대너비(역지의 끝)

•지하고(枝下高, B,H)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로서 능수형은 최하

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

 ※ 일반 조경수보다 가로수 규격에 많이 적용함 

•흉고직경(胸高直徑, D.B.H or B) : 가슴높이(1.2m)

•근원직경(根源直徑, R)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

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수관고(樹冠高, Spread : L , SPR)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

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 

•분고(盆高, Pot Height, P.H)

 뿌리 분의 길이로 짧은 길이와 긴 길이의 합산으로 1/2로 나누는 수치 

•가지수(枝數, Branch Quantity)

 관목류의 규격기준을 정할 때 이용되며, 가지 수는 평균 3개 이상으로 가지수량

과  평균길이와 평균 수관폭을 측정한다. 

•형상(F ; Form) 

 특수한 형상(形狀)을  가진 나무에 대해서는 그 생김새를 지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누운향나무나 소나무, 섬잣나무 등은 자연적인 수형을 지닌 나무와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형목(造形木)과는 구분해서 원하는 생김새를 상세히 지

정해야 한다.

조경수의 규격표시 기준

수관폭 W

분고
P.H

수고
H

홍고직경
D.B.H

근원직경R

분경

1.2m

지하고
B.H

수관고
L.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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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가) 교목

•교목의 식재는 일반적으로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

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해야한다.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m로 한다.

 단, 공간조건과 수종 식재목적에 따라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관목

•관목군식의 식재밀도는 최소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며, 식재공간의 성격

과 식재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조경수의 규격 표시 방법

• 조경수의 규격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cm)

  수고(m) × 근원직경(cm)

②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수관길이(m)

  수고(m) × 줄기수

③ 묘목

  간장(cm) × 근원직경(cm) × 근장(cm)

④ 만경목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흉고직경(cm)

⑤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 수목을 채택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큰 나무 굴취 및 이식

(1) 필요성

•이식이 어려운 나무를 안전하게 옮겨심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현재 심겨진 자리가 좁아서 더 이상 자라게 할 수 없거나 토목공사나 건축이전 

등으로 인하여 이식이 불가피 할 때

규 격 군식(㎡당) 1열 식재(m당) 2열 식재(m당) 비 고

w=0.3m 16~18본 5~6본 9~10본

w=0.4m 9~10본 4~5본 7~8본

w=0.5m 5~6본 3~4본 5~ 6본

w=0.6m 3~4본 2~3본 4~5본

관목 밀도

숲의 구조 

교목층 6m이상

소교목층 3~6m

관목층 3m이하

초본층(지피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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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을 새로 한다거나 개조하기 위하여 수목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어야 할 때

  • 수목의 노화방지, 개화와 결실의 촉진, 생장의 회복 등이 필요할 때

(2) 시기

•뿌리돌림하여 분뜨기 한 나무는 연중 이식이 가능하나 이른 봄과 생장이 정지된 

가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목의 이식(식재)시기는 활엽수, 침엽수에 따라 다르며, 상록성과 낙엽성에 따라

서도 다소 달라진다.

•수목은 가을에 5~10℃ 이하가 되면 생육이 정지되는 동시에 휴면을 하게 되는 

수종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 시기가 이식의 적기이다. 

•식재 시기는 식재해야 할 지역의 위도나 표고, 토질, 수목의 성상(性狀)등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이유로 이식 적기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

도 있다. 

(3) 이식이 곤란할 때 

•땅이 얼었을 때

•무더운 여름이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새순과 새잎이 나와서 굳어지기 전

(4) 뿌리돌림의 목적 

대목을 이식 할 때는 많은 뿌리를 절단하게 되므로 이식 후에 지상부와 지하부와의 

불균형을 덜기위하여 사전에 뿌리돌림을 함으로써 세근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노목

이나 쇠약목의 세력 갱신에 도움을 주며 나무의 크기에 따라 1~3년 전에 실시한다.

•이식이 곤란한 수종이나 이식이 부적절 할 때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큰 나무나 노거수를 이식하거나 안전하게 활착을 요할 때    

•뿌리의 발육이 불량하거나 쇠약해진 나무 및 귀중한 나무 또는 개화, 결실을 촉

진 시키려 할 때    

•건전한 묘목이나 수목을 육성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5) 뿌리돌림의 방법

•뿌리돌림의 시기는 한 여름과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어느 때나 가능하며 작업시

는 우선 아래 가지를 수간 가까이로 유인하여 작업이 편리하도록 한다.

•분의 크기는 근원경에 3~5배 정도 되게 하고 같은 깊이만큼 흙을 돌려서 판다.

•돌려서 팔 때 나오는 측근을 모두 끊게 되므로 수세가 약해지고 나무가 흔들리게 

구 분 수 종

옮겨심기

잘 되는 수종

향나무, 주목, 은행나무, 화백, 개나리, 수양버들, 무궁화, 섬잣나무, 회양목, 

아왜나무, 자작나무, 산수유나무, 철쭉, 배롱나무, 모과나무, 목서나무, 칠엽

수, 느릅나무, 측백나무, 히말라야시다, 버즘나무, 영산홍, 느티나무 등

옮겨심기

잘 안되는 수종

소나무, 백송, 리기다소나무, 백합나무, 동백나무, 벚나무, 금송, 가시나무, 태

산목, 가문비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분비나무, 오동나무, 층층나무, 참죽

나무, 마가목, 음나무, 복자기, 헛개나무, 쪽동백, 황칠나무, 고로쇠나무 등

옮겨심기가 잘 되는 수종과 안 되는 수종



비배관리214 시민정원사 매뉴얼 215

되므로 사방에 큰 뿌리를 3~4개 남기되 뿌리를 환상으로 15cm 정도 박피하여 

둔다.

 ※환상박피: 뿌리의 껍질을 10cm정도 벗겨냄. 탄수화물의 하향이동이 방해되어 박피부분

에 잔뿌리가 발생한다. 후에 이식할 때는 환상박피부분을 잘라낸다. 

•귀중한 나무와 약한 나무는 일시에 전부를 파지 않고 1년에 2~3회  나누어서 일

부씩 단근 하거나  2~3년에 걸쳐 나누어 단근을 실시한다.

•뿌리돌림이 끝나면 비옥한 흙을 원상태로 메운 다음 잘 밟아주되 관수는 하지 않

는다.

(6) 뿌리돌림 후의 관리

•정지된 가지나 꽃, 눈 등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단근으로 인한 나무의 활력을 막

는다.

•엽면에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품(그리너, 아그리콜) 등의 증산 억제제를 살포

한다.

•수간의 수분 증발과 병충해, 한해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끼나 마대를 감

고 진흙을 발라주기도 한다

(7) 굴취(분뜨기)

•분의 크기는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많은 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나 수종, 토

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굴취작업 2~3일 전에 관수를 충분히 한다.

•나무밑의 잡초나 오염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밑가지가 많은 나무는 위로 추겨 올

려 새끼로 묶어 준다.

•굴취작업이나 운반시 상처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수간이나 가지를 새끼를 감아 

보호한다.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수직으로 파내려간 다음 뿌리는 잘드는 칼로 절단하고, 

분이 깨지지 않도록 단면을 잘 다듬어 가면서 새끼를 허리 감기로 감아 준다.

•새끼 감기가 끝나면 밑부분을 파들어가 곧은 뿌리를 끊고 나무를 눕힌 다음 다시 

새끼를 아래위로 돌려 가면서 감아준다.

•분흙을 보호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새끼나 가마니가 이용되나 토질이 사질토양

이고 분이 쉽게 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목 또는 판자를 이용하여 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수목의 주위를 정사각형으로 파고 판자 4개를 사

면에 부착시킨 다음 바닥을 판 후 판자를 넣어 상자를 완성시킨다.나무 앉히기

격년뿌리돌림 방법

일차년

A

15
cm

B

C

심토

상토

이
차

년

완성된 분뜨기

뿌리돌림 및 환상박피

속에서 파올린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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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심기가 곤란한 수종이나 토양이 불량하여 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생

명토와 같은 특수토양을 사용하면 잔 뿌리발생을 높일 수 있으며 분도 양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굴취한 모든 수목은 뿌리부분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건조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고 물을 뿌리거나 임시로 가식을 하는 것이 좋다. 

•운반중 분이 깨질 우려가 있으니 녹화마대로 싸고 다시 새끼로 단단히 감는다.

분뜨기 요령

삼각뜨기와 사각뜨기의 평면도 및 입체도

<분 종류와 뿌리 돌림 순서> 

접시분

A(뿌리분의 직경)

(4D~6D)

①

⑤

⑪

③ ⑥

⑫

②
⑦ ⑩ ①

④

⑧④

⑦ ①

③

②

⑩

⑨

⑤ ⑥

⑧

⑥

⑩ ⑦

④

③

⑩
⑦

②

⑮

⑫

⑤

⑧
⑭ ⑪ ③

⑯
⑨

⑬

①

④⑥

⑦

①

③ ⑧
⑩

⑥

②
⑩ ⑦ ④

⑨

⑫

⑥
①

⑭③
⑧

⑪

⑤

②

⑬
④

⑤

⑨

②
⑤

⑧ ⑨
⑪ ⑫

D(근원직경)

A/2 A/2

A/2
A/4

삼각뜨기 평면도

사각뜨기 평면도

입체도

입체도

분 아래의 모양

분 아래의 모양

허리감기 분감기 완료

보통분 조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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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무 심기(식재) 및 관리

(1) 나무 심는 요령 

① 뿌리분 크기보다 1.5배 이상 더 큰 구덩이를 판다

② 겉흙과 속흙을 분리하여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고 5cm 정도 흙을 덮은 후 나

무의 뿌리에 비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③ 구덩이 가운데가 약간 불룩하게 한다.

④ 수목을 수직상태가 되도록 세워 놓는다.

⑤ 겉흙을 먼저 넣고 다음에 속흙을 넣는다.

⑥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구덩이 속에 넣는다.

⑦ 나무의 방향을 생육지의 방향처럼 시선 정면으로 향하게 조심하여 돌려 고정 시

킨다. 

⑧ 흙을 70~80% 넣은 다음 물을 흠뻑 준다.

⑨ 계속 물을 넣으면서 말뚝으로 분 주위를 쑤셔 죽 쑤기를 한다.

⑩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물주기를 정지 한다.

⑪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꼭 밟아준다.

⑫ 수형에 지장이 없는 가지를 쳐주어 T/R율을 조절하여 준다(50%미만) 

⑬ 수관 밑에 관수하기 좋도록 물집을 만들어 준다.

⑭ 흙을 덮은 다음 지표면에 썩은 낙엽이나 목재 칩 등을 덮어 주어 수분증발을 방

지한다.

⑮ 이식된 나무는 뿌리의 힘이 약하므로 이식되기 전의 가지와 잎의 양을 감당 할 

수 없다. 즉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수분과 양분의 양이 가지와 잎을 통해 증산되는 

수분의 양보다 훨씬 적다. 생리조절을 위해 가지와 잎을 감량해 주어야 한다.

(2) 수목 앉히기

① 나무를 구덩이에 넣을 때는 본래 심겨졌던 높이보다 약간 깊게 곧바로 세워야       

하며 옮겨심기 전 장소에서 향하고 자랐던 방향대로 맞춘다. 

② 습한 땅에 심을 때에는 흙을 모아 약간 높게 심어준다.

③ 건조지라도 너무 깊게 심어주면 좋지 않다.

④ 또한 수목이 구덩이에 완전히 고정되면 분을 쌓던 물질을 제거하되 새끼는 절단

하고, 썩지 않는 고무줄 등은 잘라서 별도로 폐기조치 한 다음 심는다.

⑤ 뿌리분의 목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체 C/N비율 나무생장상태 원 인 재배적 방법

C에 비해 N이 

극도로 많은 경우

나무 생장 상태는 

연약하고 꽃눈은 

C 부족에 의해 

형성되지 않음

•차광에 의한 일조족

•병에 의한 조기 낙엽 

•응애 피해에 의한 

   엽기능 저하

•일조 상태 개선

•병해충 방제에 의한

   엽보호

C에 비해 N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나무 생장은 강하나

꽃눈 형성이 적고 

일부 꽃눈이 형성

되어도 결실 불량

•유목 상태의 나무

•토양 수분 과다　

•질소 과다 사용 및 

   지나친 강전정

•토양 배수 철저 및 

   질소 비료 조절

•약전정에 의한 엽수 

   확보　

•환상 박피, 단근

C에 비해 N이 

다소 많거나 비슷한 

경우

나무 생장은 알맞고 

꽃눈 형성이 많으며 

결실도 좋은 상태임

•적절한 시비, 전정 

   토양 관리 및 결실 

   관리

•조기 적과, 적절한 

   결실 관리 및 시비,

   전정에 의해 유지

   노력 필요

C에 비해 N이 

적은 경우 

나무 생장은 약하고 

꽃눈 형성은 이 상태

의 초기에는 다소

많으나 극단적일 

경우는 적어지며 

결실도 불량해짐

•노목과 같이 수관이

   확대되어 T/R율이

   떨어진 나무 

•토양 병해 등에 의해 

   뿌리 활력이 떨어진 

   경우

•강전정에 의한 

   지상부 축소

•토양 개량에 의한 

   뿌리 활력 증대 

•질소 비료 시용

수체내 C/N 비율에 따른 나무생장 및 재배적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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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앉히기 및 물주기 방법

구덩이 파기 구덩이 파기 완성 수목앉히기 및 물주기

지주는 30cm묻는다

거름 + 흙

물주기
죽쑤기

흙

멀칭 물집

분앉히기 죽쑤기 멀칭

물집 만들기 식제 완성

나무 식재과정

(3) 수목 이식 후 잘 살리기

•이식 적기에 이식해야 한다.

•옮기고 심는 과정에서 뿌리분과 줄기의 경계부분인 목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

며, 옮긴  후 요동이 없도록 지주목을 단단히 설치한다. 

•물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식재시 속 부분까지 충분히 관수하고 수시로 물을 준

다.

•배수도 매우 중요하다.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뿌리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

다. 뿌리부분이 습할 경우 잔뿌리가 고사할 수 있다. 

•가지와 잎을 전정하여 수분 증산량을 줄인다.

•관수를 할때는 발근 촉진제를 사용하여 나무의 활착과 활력을 돕게 한다.

•병해충 발생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계속해야 한다.

1.5~3A

나무식재 요령

물집 주변 멀칭 멀칭 물집

뿌리분 고무바 풀기
겉흙을 썩어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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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 후 나무가 고사하는 이유

•이식적기가 아닌 때 이식한 경우

•이식 후 전정을 하지 않은 경우

•너무 깊게 심은 경우

•토양이 오염되어 불량한 경우

•식재 후 나무가 심하게 흔들린 경우

•식재 후 충분히 물을 주지 않았거나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뿌리를 너무 많이 잘라내고 심은 경우

•뿌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 바람이 들어가거나 햇볕에 말랐을 경우

•미숙퇴비나 계분을 과다하게 시비했을 경우

•기후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5) 물주기 및 관리

가) 초화류의 관수

•초화류의 관수빈도도 한지형 잔디류의 관수에 준하여 2~6회/월 정도 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나) 수목류의 관수

•수목의 관수시기는 일반적으로 3~10월경까지의 생육기간 중에 실시하며, 특히 

건조가 계속되는 여름의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회/년 이상 관수한다.

•관수량은 토양조건, 식물종류, 기후 등에 따라 산정하나 적어도 토양이 10㎝ 이

상 젖도록 한다.

다) 물받이설치  

•물받이 설치는 수관폭의 1/3정도로 하거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하

는 것이 좋으며, 높이 10cm 정도로 나무 주위에 둥글게 흙을 막아 물 주입시 물

이 넘치지 않게 한다.

•물주기는 온도가 높은 한 낮을 피하여 일출, 일몰시에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여름 동안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큰 나무의 경우는 주 1~2회 정도, 1~2시간 정도로 토양이 흠뻑 젖도록 충

분히 물을 준다.

•또한 가뭄 시에는 강우 시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물주기를 한다. 

•비닐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에 매달아 구멍을 뚫어 조금씩 흘러 내리게 하

는 방법도 있다

라) 멀 칭

•나무가 서 있는 일정한 주변을 짚이나 낙엽, 왕겨 등으로 깔아 줌으로써 토양의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가뭄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추위에 약한 식물의 동해방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잡초 발생을 억

제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멀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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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수분유지로 건조 방지

- 토양침식억제

- 토양비옥도 증진

- 잡초발생억제

- 토양의 물리적 구조개선

- 태양열의 복사와 반사율 감소

- 토양이 굳어짐을 방지

- 염분농도 조절

- 토양온도를 조절(겨울철은 보온)

- 병해발생억제(특히 장미의 흑반병)

4. 비료특성 및 비배관리

(1) 비료의 특성

식물은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인류가 요구하는 유기물을 합성해 주고 있는데, 동물

이 요구하는 식품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식물의 요구 성분도 종류에 따라 다르다. 

비료는 식물의 종류와 생육상태,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다르나 밑거름으로 주는 기비

(基肥) 와 웃거름으로 주는 추비(追肥)로 나눌 수 있고(과수나 작물은 예비(禮肥), 수비(穗肥)도 있음) 

대개 기비의 경우는 유기질비료를, 추비의 경우는 화학비료 즉 무기질 비료를 준

다.

•비료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대별된다. 

•유기질 비료, 특히 퇴비 또는 동물의 분뇨는 거름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므로 지

효성 비료라 하며, 토양에 들어가면 서서히 분해되면서 주로 질소를 공급하고 토

양균을 증식시켜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좋게 한다. 

•그러므로 유기질 비료는 수목의 생장뿐 아니라 토양개량에 매우 좋다. 

•유기질 비료는 식물체를 부숙시킨 퇴비, 깻묵 등 식물성 유기질비료와 골분, 가

축의 분뇨 등을 부숙시킨 동물성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완효성 비료라고 한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학 비료는 비료의 효과가 단기간 내에 속히 나타나므로 속

효성 비료라 한다. 

•화학비료는 적은 양으로 많은 면적에 효과 있게 거름주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양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토양이 산성화되며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악화된다.

•토양에 퇴비를 넣으면 그 효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0년 가까이 영향이 있

다. 

•유기질 비료는 시비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2) 비료의 성분

가) 질소 

•질소(N)에는 식물체의 광합성, 엽록소 및 각종 생장 질의 기본 물질로서 수목의 

거름의 종류 주 성 분(%)
비  고

질 소 인 산 칼 륨

두    엄 0.5 0.2 0.5 지효성,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개량

낙    엽 1.0 0.2 0.2 지효성,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개량

외양간 두엄 0.5 0.3 0.6 지효성,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개량

쇠똥(신선물) 0.4 0.4 0.2 건조시켜 사용하며 거름의 효과가 높음

닭똥(건조물) 2.9 3.1 1.3 거름을 주면 거름의 효과가 빨리 나타남

쌀    겨 1.7 3.3 1.2 지효성

콩 깻 묵 6.7 1.5 2.1 지효성

담배 줄기 1.3 0.6 3.3 지효성

유기질 거름의 종류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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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에 도움을 준다.

•결핍 증상에서 활엽수는 잎이 황록색, 잎의 크기가 작고 두꺼워진다. 

   침엽수는 침엽이 짧아지고 황색을 띄게 된다. 

나) 인산

•인산(P)은 탄수화물과 화합물을 형성하여 쉽게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용된다.

•세포분열 촉진, 꽃과 열매 및 뿌리 발육에 관여, 새 눈, 잔가지 형성  

•결핍증상상에서 활엽수는 잎의 밑부분이 적색, 자색으로 변한다. 침엽수는 침엽

이 구불어 진다.  

다) 칼륨

•칼륨(K)은 수화이온으로서 뿌리 끝이나 잎 끝까지 물이 달하는 곳에 병해, 서리, 

한발에 대한 저항성 향상, 꽃과 열매의 향기 색깔이 조절되며,  줄기의 비료라 할 

수 있을 만큼 줄기를 견고하게 한다.  

•결핍 증상에는 활엽수는 잎이 쭈글쭈글 해짐. 위쪽으로 말린다. 침엽수는 침엽이 

황색, 자색을 띤다.

 라) 칼슘

•칼슘(Ca)는 식물성분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물질로서 토양과 식물체에 식물의 세

포막을 강건하게 하고 세포 내에 들어가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준다. 

•결핍증상이 되면 활엽수는 잎이 백화현상. 어린잎이 다소 작아진다. 식물의 생장 

침엽수는 잎의 끝부분 고사한다. 

마) 철분

•철분(Fe)은 엽록소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결핍되면 잎맥부분을 제외한 잎 전체가 

황화 된다.

바) 마그네슘

•마그네슘(Mg)도 철과 같이 엽록소 구성성분으로 결핍되면 잎이 황화

    된다.

사) 망간

•망간(Mn)은 결핍에 의한 장해보다도 과다 흡수에 의한 장해가 문제 된다.

 

아) 붕소

•붕소(B)는 식물에 따라 요구량과 식물체내의 함량이 다르며 대체로 함유량이 많

은 것이 요구량이 많다. 붕소가 결핍되면 잎, 줄기, 꽃 및 과실의 모양이 기형이 

되고 생장이 억제되며, 비정상의 무늬가 발생되기도 한다.

(3) 비료의 장단점 

가) 화학비료 

•속효성으로 효과가 빠르고 적은량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속적으로 사용하면 화학비료성분이 토양에 흡착되어 땅이 황폐화 될 수도 있다. 

•황산암모늄과 같은 질소비료는 땅의 산성화를 가져온다. 

•아파트에는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가 바람직하다. 

나) 유기질비료 

•시중에는 부엽토, 골분(가축의 뼛가루), 계분(닭의 배설물) 등을 섞어 발효된 유기질 비료     

•퇴비나 한약찌꺼기, 깻묵 등을 시비할 경우 충분히 발효시켜서 시비해야 한다. 

•발효되지 않은 거름은 나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흙 속에서 발효가 진행되면 나무에 유해한 성분이 만들어 질 수 있고, 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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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뿌리가 상하며, 발효 과정에서 흙 속의 질소가 소비되어 좋지 않다. 

•아파트 내에서 현실적으로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장시간 발효시킬 수 없어 완전

히 발효된 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시비방법

가) 시비목적

•식물의 생장을 촉진 하고 토양 양분을 개선하여 쇠약한 나무에 활력을 주어 건강 

하게 하고자 실시 한다.

•수목이 건전하게 생육하여 나무에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한다.

•병해충, 공해, 풍해, 동해, 풍해 등 여러 인자의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수목의 개화나 결실을 촉진시킨다.

나) 시비시기

•시비는 늦가을 낙엽이 진후 10월 하순 ~ 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하순 ~ 3월 하순의 잎이 피기 전휴면기에에 시비한다.

•추가비료 살포시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 ~ 6월 하순까지 한다. 한여름에 시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약간의 화학비료를 주어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 

•1~2년생 묘목의 경우이면 봄에 일찍 1회로 충분히 주고 끝낸다. 

다) 시비방법

   

① 표토시비법(surface application)

 ㉠ 작업은 신속하나 비료유실이 많다.

   ㉡ 토양내 이동속도가 느려 흙에 유입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 효과가 늦게 나타난

다. 

② 토양내 시비법(soil incorporation)

   ㉠ 비교적 용해하기 어려운 비료를 시비하는데 효과적

   ㉡ 토양수분이 적당히 유지될 때 시비

   ㉢ 시비용 구덩이의 깊이는 15~20cm, 폭은 20~30m 인 것으로 근원 직경의 

3~7배 정도 띄워서 판다.

   ㉣ 비료주는 위치에 따른 효과가 있다

   ㉤ 시비방법

 - 전면 시비법 : 수목이 밀식되어 각각의 수목에 거름을 줄 수 없을 경우 전면에  

  비료를 살포하는 방법  

 - 윤상 시비법 : 수관(樹冠)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에 동그랗게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주는 방법 

 - 방사상 시비법 : 밖으로 빛이 퍼져 나가는 형태로 거름을 주는 방법                          

  - 대상 시비법 : 윤상 거름 주기의 형태이기는 하나, 윤상의 거름 구덩이가 연결 

  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 거름을 주는 방법으로, 다음 해에 위치 

  를 바꾸어 거름 주는 방법 

 - 천공 시비법 : 몇 군데의 구멍을 뚫고 거름을 주는 방법. 천공 위치에 관을  

  묻어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하여 시비하기도 한다. 

 - 선상 시비법 : 산울타리에 시비할 때 적용한다. 도랑처럼 길게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주는 방법 

 - 엽면 시비법 : 이 방법은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직접 엽면(나무의 잎)에 살포하는 

  것으로, 주로 미량원소의 부족 시 그  효과가 특히 빠르게 나타난다.



비배관리230 시민정원사 매뉴얼 231

거름 주는 부위와 거름 주는 여러 가지 방법

비료주는 위치

방사상시비 윤상시비 전면시비 점상시비

비료 주는 위치

선상시비(울타리)

뿌리분포 범위 : 거름 줄 부위

역지 역지

지표면

(1)

(1)

(2)

(2)

(1)

라) 시비시 주의사항 

•한여름에는 나무뿌리에 발효열의 피해 및 병충해를 조장할 수 있어 되도록 유기

질비료는 시비는 하지 않는다. 

•한여름에 질소시비는 생장을 지속시켜 세포조직을 약하게 하고 월동시 동해를 

받을 수 있다. 

•뿌리와 비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는다. 많은 양을 주면 오히려 나무의 생장이 저하되고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 

천공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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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간 감기

•수간을 여름의 피소 및 겨울의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피가 

얇은 수목에 수간감기를 하되 수목의 상태나 식재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다.

•엽 면적이 큰 거대한 수목은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수간으로 12~22% 이상

의 수분이 증산되므로 활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수분 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식후 뿌리가 활착될 때까 수간의 둥치

와 굵은 수간은 모두 새끼, 황마제테이프, 또는 마직포 등으로 감고 증산을 막아 

주어야 한다.

•지표로부터 주간을 따라 감되 수고의 60%정도가 피복 되도록 하며, 새끼는 감은 

후 진흙을 바르고, 황마포는 10㎝정도가 겹치도록, 황마제테이프는 테이프 폭이 

1/2정도 겹치도록 감는다.

•따라서 수간을 감아줌으로서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인데, 보통 

새끼줄로 감아 주거나 진흙을 바르고 감아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방법도 겨울철 동해방지의 효과와 쇠약한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병해충의 침

입을 방지하여 주며 더운 여름 피소(皮燒)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6. 월동 관리 대책

•조경수들은 원래 그 지역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하여 식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거나 선택하여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기온의 이상급

변으로 동해의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1) 동해 부분에 따른 분류

동해는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갈 때 얼어서 받는 피해와 갑자기 내리는 서리의 해 

그리고 찬바람에 의하여 받는 해 등을 통틀어서 동해라고 하는데, 온도의 급변 급

강하 시에 가장 많이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해를 입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완전 고사형 : 추운 날씨의 지속 또는 온도의 급변 급강하에 의하여 나무 전체

가 동해를 받아 고사 하는것

    

나) 수관 고사형 : 주간과 굵은 가지는 동해를 받지 않고 수관을 이루는 작은 가지

나 잎 전체가 동해를 받는것. 일반적으로 상록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 수관일부 고사형 : 수관을 이루는 작은 가지나 잎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받아 고사하는 현상. 북쪽보다는 남쪽에서, 음지보다는 양지에서 더 잘 나타나는 

형태이다.

라) 동고형 : 수간의 밑둥치 수피부분이 온도의 급변 급강하로 인해 동해를 받은 것

을 말한다.수간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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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반동고형 : 수간의 밑둥치 부위 수피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받은 것을 말한다.

바) 초고형 : 수관을 구성하는 연한 끝 순이 온도의 급강하나 또는 찬바람에 의해 

동해를 받고, 늦은 시비로 인하여 연하게 자란 끝순이 피해를 받게 된다.

사) 아고형 : 어리고 연한 새싹이 온도의 급강하나 늦서리 또는 이른 눈에 의하여 

얼어 죽게 되는 것.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 지고형 : 낙엽활엽수에서 가지가 부분적으로 동해를 받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해의 형태는 어느 부위가 어떻게 피해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춥다고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기온의 상승에 따라 휴면상태에 있던 나무들이 활동을 시작한 후 갑작스런 기온

의 강하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동해의 발생은 

지형과 방향,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동해의 피해가 우려된다.

(2) 동해가 발생하기 쉬운 경우

•음지인 북쪽 경사면보다도 양지인 남쪽 경사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구름이 있고 바람 부는 날보다는 맑고 바람 없는 쾌청한 날씨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지나 솟은 곳보다도 오목한 지형에서 발생하기 쉽다.

•건조한 토양보다 과습한 토양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늦가을과 이른 봄 또는 한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성목이거나 또는 건강한 나무보다 유령목이거나 쇠약한 나무에서 발생하기 쉽다.

•한풍의 피해는 9부 능선이나 들판 가운데 고정된 임지에서 발생되기 쉽다.

•강우나 강설이 적고 북서쪽이 트였거나, 북서계절풍이 심한 시기에 발생하기 쉽다.

(3) 동해의 진단

•나무가 동해의 피해를 받았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고형이나 완전고사형 또는 수관고사형 등은 비교적 쉽게 구별이 되는 반면 지

고형이나 반동고형 등에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잎이나 새순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마치 뜨거운 물에 삶은 것 같이 되어 농갈

색을 띠게 되고, 줄기나 가지에 동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층부와 목질부가 쉽게 

분리되고, 수피를 벗겨보면 목질부에 농갈색의 반점이 나타난다. 

•찬바람에 의한 피해는 위로부터 설명한 적색을 나타내며 마르고, 수피는 목질부

에 밀착되어 있고 갈색으로 변한다.

•동고형의 피해상태는 수피가 갈라 지기도하고, 수액이 흐리기도 하며, 농갈색으

로 변색되어 목질부로부터 수피가 분리되기도 한다.

(4) 조경수의 월동 방법 종류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거나 온난한 지방에서는 조경수의 월동대책이 필요 없

겠지만, 추위에 약하거나 추운지방이라면 안전한 월동을 위하여 월동준비가 필요

하게 된다. 

•대개 월동준비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경까지 끝내는 것이 좋고, 월동대책도 수

종과 나무의 크기, 또는 환경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응용된다.

가) 성토법 : 나무 밑둥치에 약 30~50cm의 높이로 흙을 쌓아 흙에 묻힌 부분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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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월동되게 하는 방법. 장미와 같은 관목류에 응용되는 방법이다. 추위가 풀

리면 흙을 헤쳐주어 원상태로 만든다.

나) 피복법 : 수간을 중심으로 수관 넓이만큼 지표를 20~30cm 두께로 낙엽이나 왕

겨, 짚 등으로 피복하여 뿌리가 겨울동안에 얼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다.

다) 매장법 : 약 60cm 정고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이곳에 뉘어 묻어 월동시

키는 방법으로, 봄이 되면 빨리 캐내어 잘 심고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추위에 약

한 수종을 월동시키는데 응용된다.

라) 포장법 : 짚이나 거치 등으로 줄기나 가지 등을 예쁘게 감아 싸서 월동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마) 방풍법 : 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방풍벽이나 방풍막을 쳐서 월동시키는 방

법이다.

바) 훈연법 : 늦가을이나 초봄에 내리는 서리에 의한 피해를 방제하거나, 새싹이 나

온 후 갑자기 내려가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불을 피워 연기와 열의 기류를 순

환시킴으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과수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고, 보통 100평당 1개소 꼴로 불을 피우면 

된다. 여러 가지 연소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왕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 관수법 : 서리의 피해가 염려될 때 내린 서리를 아침 일찍 물을 뿌려 서리를 녹

여주므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아) 시비 조절법 : 비료를 줄 때 N, P, K를 골고루 시용하여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비료를 주는 시기도 늦지 않게 7월말 이전에 완료하여 늦자람을 방지하거나, 유기

질비료를 사용하여 건전한 수목의 육성을 도모하고 월동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

는 방법이다.

성토법, 매장법, 포장법, 방풍법, 훈연법, 관수법 비닐포장법

7. 바람피해 방지 및 바람막이

(1) 바람피해 설치

•동해피해가 우려되는 수종이나 추운 바람을 받는 지역 또는 온난화 지역에서 굴

취 옮겨 심은 나무는 추위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피복법 포장법 방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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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나무 전체를 짚 등으로 싸서 보호한다.

 ② 토양 얼음 예방을 위해 지면을 왕겨, 짚, 낙엽 등으로 덮어준다.

 ③ 추위, 바람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풍벽을 설치한다. 

•바람이 심한 시기나 바람맞이에 식재하였을 경우는 과도한 수분의 증발 및 쓰러

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바람막이 벽을 설치한다.

(2) 수분증발 억제제 살포 및 줄기 싸주기

•나무 잎 면에서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증발억제제를 잎면에 살포하고 

또한 옮겨 심은 나무가 밀식한 지역에서 굴취하였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고

온으로 인한 나무수피 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끼를 감고 진흙을 바르거나 기름종이

를 감아서 수분증발을 억제한다.

8. 조경수목 지주설치

•옮겨 심은 나무는 바람이나 사람, 동물 등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쓰러질 우       

려가 있으므로 지주 또는 당김줄을 수고의 1/3정도 높이로 설치한다.

•지주는 껍질을 벗긴 원목이나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각종 파이프나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용하며, 당김줄은 철선이나 나일론줄 등을 이용한다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① 나무높이 4.5m 이상 되는 독립수는 지주의 버팀틀이나 당김줄을 설치하는 것

이 좋으며 지주 및 당김줄의 경사각은 60°로 한다.

 ② 나무높이 4.5m 이하의 나무는 이각, 삼각, 사각의 지주를 설치하며 경사각은 

70°를 기준으로 하고 나무심을 구덩이에 지주가 박힐 경우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 정도 깊게 박는다.

 ③ 나무높이 1.2m 이하의 나무는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경우 단각형으로 설치해

도 무방하며 지주는 구덩이 깊이보다 30cm 이상 깊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④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

지한다(15~20cm).

 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대가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땅속에 묻히는 부분은 방부처리를 한다).

 ⑥ 수고 2m 이상의 교목류에는 수목뿌리의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보호용 

지주를 설치하여야 하며, 2m 미만의 교목이나 단독 식재하는 관목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주를 설치한다.

 ⑦ 모아 심은 경우 연결체형으로 몇 나무씩 묶어서 지주를 설치한다.

 ⑧ 지주는 식재지의 자연환경과 수목의 생태적·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 및 규격을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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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지주

큰나무에 이용하기는 부적당하나 통행량이 많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없는 곳에 

설치한다.

3개의 지주를 약간 경사지게 땅에 박고 지주 상단에 가로막대를 대어 삼각형이 되

게 한다.

수간과 지주목이 접촉되는 부분은 마대, 새끼 등으로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삼각

형 가로목의 1/3지점에 가로목을 수간과 맞닿도록 덧댄다.

(1) 단각지주

나무가 작거나 수관이 빈약한 나무는 수간과 지주목이 접촉 되는 부분은 마대, 새

끼 등으로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수간과 맞대어 말뚝을 땅에 박고 말뚝과 수간을 

단단히 묶어준다.

 - 높이선정 후 지주목 설치를 위하여 땅에 지주를 박을때 지주를 삼각형으로 표

기해 놓고 꼭지점 에다 박는다.

 - 지주목이 땅에 박히는 부분을 자로 재서 표시하고 잘라서 박는다.

 - 삼발이 지주는 지주목이 수관과 엇갈리게 배치하여 묶는다.

 - 지주목의 목재가 수관과 직접 닫지 않도록 한다.

 - 흔들어 보아 견고성이 양호 하여야 한다.

연결체형으로 몇 나무씩 묶어서 지주

이각지주 삼각지주 사각지주

수간 보호 단각지주

단각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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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1. 큰 나무를 굴취하거나 이식할 때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뿌리돌림하여 분뜨기 한 나무는 꼭 봄에만 식재한다.

  ㉯ 식재 시기는 식재해야 할 지역의 위도나 표고, 토질, 수목의 성상(性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조경을 새로 한다거나 개조할 때는 수목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어야 한다.

  ㉱ 특수한 이유로 이식 적기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옮겨심기가 잘 되는 수종?

  ㉮ 고로쇠나무 ㉯ 버즘나무 ㉰ 헛개나무 ㉱ 오동나무

3. 뿌리돌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사전에 뿌리돌림을 함으로써 세근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 쇠약목을 뿌리 돌림하여 당년에 식재한다.

  ㉰ 건전한 묘목이나 수목을 육성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 뿌리돌림의 시기는 한 여름와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어느 때나 가능하다. 

4. 유기질 비료는?

  ㉮ 질소  ㉯ 요소 ㉰ 콩 깻 묵   ㉱ 인산

5. 주로 엽면시비에 사용하는 비료는?

  ㉮ 질소  ㉯ 요소 ㉰ 고용복합비료  ㉱ 인산

인공 플라스틱 지주

삼각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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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칼륨비료에 맞게 설명 한 것은?

  ㉮ 잎 끝까지 물이 달하는 곳에 널리 분포한다.

  ㉯ 줄기의 형성층 부근에 질소와 더불어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칼륨은 줄기의 비료라 할 수 있으나 줄기를 약하게 생장 시킨다.

  ㉱ 내한성과 내병충해를 약하게 한다.

7. 질소질 비료가 아닌 것은?

  ㉮ 황산암모늄    ㉯ 염안 ㉰ 요소             ㉱ 용성인비

8. 거름 주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비료를 충분히 준다 하여도 비료의 해를 받지 않는다.

  ㉯ 수목 굴취 전 해에는 이식후의 활착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거름을 준다.

  ㉰ 1~2년생 묘목의 경우이면 봄에 일찍 1회로 충분히 주고 끝낸다. 

  ㉱ 이식 후의 활착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므로 5월 이후에는 주지 않는다.

9. 질소질 비료 주기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 질소질 비료는 밑거름과 덧거름으로 나누어 해빙 직후부터 준다.

  ㉯ 질소질 비료를 늦도록 주면 생장이 좋으며 동해를 받지 않는다. 

  ㉰ 첫 서리 전,후에 비료를 주면 저장 양분으로 축적되어 다름 해 봄에 생장에 좋다.

  ㉱ 열매를 따고 난 후, 농도가 높은 요소액(물20ℓ당 요소 200g)을 잎면에 2회 주면, 줄기 

  내의 저장 양분이 증가한다.

10. 나무 심는 요령에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물주기를 정지 한다.

  ㉯ 뿌리분 크기보다 1.5배 이상 더 큰 구덩이를 판다.

  ㉰ 물과 흙을 함께 넣어 여러 번에 거쳐 죽쑤기를 실시한다.  

  

㉱ 잎과 줄기에 물을 흠뻑 적셔 주어야 생육에 도움이 된다.

11. 비료 주기에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 비가 온 뒤나 이슬이 맺혀 있을 때에는 비료 주는 것을 삼간다.

  ㉯ 나무의 잎이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준다.

  ㉰ 열매를 딴 후에는 덧거름을 주지 않는다.

  ㉱ 비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지 말고,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누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12. 중부지방에 맞지 않는 수종은?

  ㉮ 느티나무 ㉯ 동백나무 ㉰ 이팝나무 ㉱ 사철나무

13. 멀칭의 효과에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 토양의 비옥도를 저감시킨다.  ㉯ 토양이 굳어짐을 방지한다.

  ㉰ 토양의 온도를 조절한다.  ㉱ 토양의 물리적 구조개선이 된다.

14. 수간감기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 엽 면적이 큰 거대한 수목은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수간으로 12~22% 이상의  

  수분이 증산되므로 활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 지표로부터 주간을 따라 감되 수고의 40%정도가 피복 되도록 한다.

  ㉰ 수간을 감아줌으로서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병해충 좀벌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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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해의 형태의 종류는?

  ㉮ 피소형 ㉯ 동고형 ㉰ 수관 고사형         ㉱ 지고형

16. 동해의 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에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건조한 토양보다 과습한 토양에서 더 많이 발생 한다.

  ㉯ 낮에 맑고 바람 없는 쾌청한 날씨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 성목이거나 또는 건강한 나무보다 유령목에서  발생하기 쉽다.

  ㉱ 평지보다 오목한 지형에서 발생하기 쉽다.

17. 조경수의 월동 방법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 성토법은 나무 밑둥치에 약 30~50cm의 높이로 흙을 쌓아 흙에 묻힌 부분이 얼지 않고 

  월동하는 방법이다.

  ㉯ 훈연법은 늦가을이나 초봄에 내리는 서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 매장법은 약 60cm 정고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이곳에 바로 세워서 월동시키는 

  방법이다.

  ㉱ 짚이나 거적 등으로 줄기나 가지 등을  감싸서 월동시킨다.

18. 나무 심는 구덩이를 파고 심는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나무를 식재 후 물은 흠뻑 준다

  ㉯ 척박한 토양에서는 비옥지보다 좀더 크게 파야 한다.

  ㉰ 건조지라도 너무 깊게 심어주면 좋지 않다.

  ㉱ 바닥의 흙은 뿌리의 생장이 잘 되도록 부드러운 퇴비를 고르게 펴 준다.

19. 식재 후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뿌리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 가지와 잎을 전정하여 수분 증산량을 줄인다.

  ㉰ 미숙퇴비나 계분을 시비한다.

  ㉱ 식재 후 나무가 뿌리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20. 식재 후 지주세우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대가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 지주는 식재지의 자연환경과 수목의 생태적ㆍ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 및 

   규격을 선정해야 한다.

  ㉰ 지주는 껍질을 벗긴 원목이나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각종 파이프나 플라스틱제품 등을

  사용한다.

  ㉱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세울수 있다.



병충해관리

07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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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 식물의 병충해에 대한 이해

•병해란 지속적인 외부 자극에 의해 수목의 정상적인 기능이 지장을 받고 있는 과

정을 말하며, 그 결과 식물 본래의 형태나 생리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

한다.

•충해는 우리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익충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인간 중심적인 구

별로 편의상 부르는 상대적 명칭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조경

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곤충은 수십 종에 불과하다. 

•환경이 변해서 수목의 건강에 불리하고 병원체의 생육에는 유리한 조건이 되면 

균형이 깨져 병원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발병하게 된다.

•생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발병하

지 않는다.

•수목이 병에 걸리려는 원인은 우선 수목이 병원체와 접촉하고 환경이 발병에 적

합한 조건일 때이다.

(2) 정원식물의 병의 진단

•식물체가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세포, 조직 또는 기관에 이상을 일으켜서 외부에 

나타난 반응을 병징(symptom)이라 한다.

•병원체 그 자체가 식물체의 병든 부분에 나타나서 병의 발생을 직접 표시하는 것

을 표징(sign)이라 한다.

2. 정원식물의 병 관리

(1) 정원식물의 병의 원인

•병원체, 수목, 환경 간의 삼각관계(상호관계)에 의해서 병이 생기게 된다.

07Part 병충해관리

원 인 원인분류 내 용

환경에 

의한 피해  

기후적 원인

토양적 원인

인위적 원인  

•고온, 저온, 바람, 건조, 침수, 폭설, 낙뢰 등 

•불량한 물리적 성질(배수, 투수 및 통기불량)과 화학적 성질

   (영양부족, 극단적인 산도 등)

•오염, 약제, 차량 충돌, 답압, 복토, 절토, 포장 

생물에 

의한 피해  

병원체 감염

해충 피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선충 감염

•나비목, 딱정벌레목, 매미목, 노린재목, 응애 등   

식물의 피해 원인

수목

병원체 환경

발병

발병이 이루어지는 수목, 병원체, 환경의 삼각 관계(이경준·이승제(2008), 
「조경수  식재 관리 기술」, 서울대학교출판부,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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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수목은 각기 외관상 특징적인 이상을 동반하게 되며 이와 같은 나무의 변화

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그 병의 원인을 탐색하고 병명을 결정하는 것을 진단이라

고 한다.

•수병의 진단은 수목 병해 방제의 기초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정확한 진단

에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방제 대책이 강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목 병해 진단은 발생 상황 조사, 병징과 표징 검사, 현미경에 의한 

병원균의 특징을 조사하여 병원균을 동정하고 병명을 짓게 된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갈반병

소나무 혹병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3) 정원식물의 생리적 피해의 진단

•수목은 갖가지 요인에 의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병균과 기생 식물에 의한 병

을 전염성 병이라고 부른다.

•해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의한 병은 생리적 피해로 인한 병에 속한다. 

•조경수는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산림에서 자라는 수목보다 여러 

가지 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수목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와 주위 환경을 참고로 하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철쭉 떡병 향나무 녹병

소나무 잎떨림병 그을음병

붉은별무늬병 흰가루병

구 분 뜻 종 류

병징 
외부에 나타난 비정상

적인 색깔과 형태  

잎의 변색, 반점, 시듦, 괴사, 구멍, 왜소화, 낙엽, 줄기의 궤양, 조

직의 비대와 위축, 분비, 줄기와 뿌리의 부패, 잎과 가지의 총생 

표징  
병원체의 일부가 직접 

노출된 상태 

균사, 균사 속, 근상균사 속, 균핵, 자좌, 포자, 포자퇴, 자실체

(버섯), 돌기, 주머니, 그을음, 가루   

병징과 표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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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부 원인 주요 증상 피해 양상

수분 과부족

침수,

배수 불량

잎의 위조, 뿌리 변색 및 

손상
증상은 서서히 나타난다.

수분 부족 잎의 위조
피해는 급속히 나타나며 햇빛과 바람에 노출된 

개체는 심하게 나타남

염해
높은 염분 

함량

잎의 위조, 황화, 

뿌리 위축

수관 전체에 서서히 나타남. 괴사는 오래된 잎에

서 심하게 나타난다.

영양 장애

붕소 과다 잎 가장자리 괴사
수관 전체에 서서히 나타남. 괴사는 오래된 잎에

서 심하게 나타남

철분 결핍

잎 가장자리 괴사
수관 전체에서 서서히 나타남. 오래된 잎에서 가

장 심한 증상이 나타남

엽맥 사이 조직의 황화
어린 잎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남. 백화 현상이 

심해지면 괴사됨

망간 결핍

엽맥 사이 조직의 괴사
오래된 잎과 어린 잎에서 서서히 나타남. 알칼리 

토양에 예민한 수종에서 심하게 발생함

엽맥 사이 조직의 황화
엽맥 주변에 철 결핍 때보다 더 넓은 녹색 띠가 

나타남. 괴사 반점으로 진전됨

질소 결핍 잎 전체의 황화 노엽에서 심하게 나타남

아연 결핍
잎에 얼룩(모자이크) 

반점

어린잎에서 먼저 발생. 잎이 비정상적으로 적고 

마디가 짧아짐. 알칼리 토양에서 나타남

대기 및 

토양오염
가스 유출 잎 전체의 황화

수관 전체에서 서서히 황화 현상이 나타나다가 

생장 둔화 및 고사가 진행됨

기상 피해

서리 피해
잎 전체의 괴사, 

시듦, 고사
갑자기 증상이 나타남

서리 피해

잎 전체의 괴사
늦겨울 초봄의 상록수에서 나타나고 바람에 노

출된 부위에서 심하게 관찰됨

가지와 수간에 유상 

조직 형성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 수피가 갈라져 틈의 가장

자리에서 유상 조직이 융기하고 부패됨

낙뢰 수피가 벗겨짐 키가 큰 고립목에서 나타남. 피해 가지는 고사

약해 제초제 피해
잎의 괴사, 반점, 

황화, 기형
제초제 살포 지역 주위에서 심하게 나타남

생리적 피해 진단 간이 검색표

엽소 현상 상열 현상

과습 피해 건조 피해

K 결핍 Fe 결핍

대기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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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 피해

태풍으로 인한 염해 피해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

풍해 피해 제초제 피해

(4) 정원식물의 병의 진단 과정

•수목병을 진단할 때에는 대상이 되는 병을 다른 유사한 질병과 구별하여 그것이 

전염성 병해인가를 결정하고 전염성 병해일 때에는 병원체의 종류를 정확히 결정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병의 진단은 수목 병해 방제의 기초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방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목 병해 진단은 발생 상황 조사, 병질과 표징 검사, 현미경에 의한 

병원균의 특징을 조사하여 병원균을 동정하고 병명을 짓는다.

피해 원인 규명과 수목병의 진단 과정(이경준·이승제(2008),
 「조경수 식재 관리 기술」, 서울대학교출판부,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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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 상황 조사

•수목 병해를 진단할 때에는 병에 걸린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종류의 

식물도 포함하여 피해 발생 상황과 추이, 환경 조건 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

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염성 병해와 비전염성 병해의 식별과 병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전염성 병해는 피해 장소에 분포하는 거의 모든 수목에 동일한 증

상으로 나타나며, 다른 수종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염성 병해는 

이와 반대로 동일 수종에서도 병든 나무와 건전한 나무가 섞여 있으며 병든 나무 

중에서도 발병 정도에 차이가 많다. 전염성 병해의 대부분은 병의 발생과 확산 

정도가 주변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므로 환경 조건과 관리 상태를 조사하면 그 조

건 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해의 종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발병 상

황 조사는 발생한 병해의 방제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나무 주변의 입지 조건(토양, 생육 장애물 등), 기후 상태, 관리 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

사하여야 한다.

나) 병징 및 표징 조사

•전염성 병이라고 판단될 경우 병징과 표징을 기초로 하여 병명을 규명하게 된다. 

병징과 표징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

할 필요가 있다. 작은 확대경(루페)을 통해 현장에서 10~20배까지 확대해서 보면 

피해 조직의 모양이나 포자퇴와 균사체를 관찰할 수 있다.

병 명 원 인 피 해  수 종 병 징

흰가루병 곰팡이
배롱나무, 사철나무

장미, 철쭉 등 대다수

잎과 새 가지에 흰가루가 생기고 위축됨. 꽃봉

오리까지 병반이 확대되면 꽃이 개화가 안됨

붉은별무늬병

향나무녹병
곰팡이

모과, 꽃사과 등 장미

과 유실수 및 명자꽃

나무

잎과 열매에 잿빛 또는 갈색 무늬가 생기며 포

자가 형성된다. 5월 말에서 7월까지 잎 뒷면에 

털 같은 돌기가 형성됨

겨울에 향나무에서 잠복기를 거치고 2월~4월 

향나무에서 주황색의 향나무녹병(겨울포자퇴) 

형성

검은(별)무늬병 곰팡이
장미 등 장미과 

유실수

잎과 열매에 검은 무늬가 생기며 잎이 마르고 

빨리 떨어짐

떡병 곰팡이 철쭉 등

잎이 두껍게 부풀어 오르면서 불규칙한 떡모양

이 되고 점차 흰가루(포자)로 덮힘. 포자가 바람

에 의해 날아가면 잎이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부패하거나 굳어짐. 병든 잎은 독성이 있음

탄저병 곰팡이
감니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및 고추

초여름 잎자루부터 갈색 또는 자주색 점무늬가 

발생

잎마름병 곰팡이
소나무 등 대다수 

수목과 초화류

잎 가장자리부터 말라 들어가며 경계선에 잿빛 

또는 갈색 무늬가 생긴다.

갈색무늬

구멍병
곰팡이 벚나무 등

5~6월 경부터 아래 잎부터 둥근갈색무늬가 발

생. 7~9월 점차 위의 잎으로 퍼지고 가장자리

에 경계가 생기면서 병반이 떨어져 나가 구멍

이 생김 

얼룩무늬병 곰팡이 칠엽수 등
잎의 둘레로부터 얼룩무늬가 발생, 건조해지고 

빨리 떨어짐

그을음병 곰팡이
배롱나무, 유실수류,

 장미, 철쭉 등

진딧물, 깍지벌레가 발생하고 이들의 배설물에 

의해 아래 잎과 줄기에 초기에는 끈적끈적해지

다가 이후 검은 그을음이 발생

무름병 세균 대다수 초화류 잎 또는 지제부나 뿌리가 물러서 썩어 들어감

빗자루병
파이토

플라스마

대추나무, 오동나무,

뽕나무 등

잎이 소형으로 밀생되며 빗자루형태로 자라며 

꽃과 열매가 달리지 않음

주요 식물병의 원인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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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식물의 해충 관리

(1) 정원식물의 해충 종류

•현재까지 알려진 수목 해충의 종수는 1,500여 종이 넘으며 종류로는 구기(입틀)의 

형태와 가해 습성에 따라 크게 식엽성 해충, 천공성 해충, 흡즙성 해충, 뿌리 해

충, 충영 형성 해충, 종실 및 구과 해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해 습성 종수 일반 수목 해충 조경수 주요 해충

식엽성 해충 121

대벌레, 메뚜기, 무당벌레, 잎벌레, 

나방류, 박각시, 나비류, 거위벌레, 

벼룩바구미

회양목명나방, 흰불나방, 풍뎅이류, 

잎벌, 집시나방, 느티나무벼룩바구미

흡즙성 해충 73
노린재, 거품벌레, 매미, 선녀벌레, 

나무이, 솜벌레, 면충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방패벌레

천공성 해충 27 하늘소, 바구미, 나무좀, 나방류
소나무좀, 노랑점바구미, 하늘소, 

복숭아유리나방, 박쥐나방

충영 형성 

해충
22

잎면충, 혹파리, 혹벌, 혹응애, 

혹진딧물

솔잎혹파리, 진딧물류, 혹응애,

큰팽나무이

종실 해충 13 나방류, 밤송이진딧물, 도토리바구미 도토리거위벌레, 밤바구미

가해 습성에 따른 조경수의 해충 분류
(이경준·이승제, (2008),「조경수 식재 관리 기술」, 서울대학교출판부, p. 256.)

회양목명나방 유충

매미나방 유충 매미나방 성충

개나리잎벌 유충 개나리잎벌 피해

벚나무 잎응애 벚나무 잎응애 피해

미국흰불나방 유충

회양목명나방 피해

미국흰불나방 피해



병충해관리262 시민정원사 매뉴얼 263

선녀벌레 유충 선녀벌레 성충벚나무깍지벌레 공깍지벌레

소나무종 유충 및 가해 흔적 소나무좀 2차 피해쥐똥밀깍지벌레 뿔밀깍지벌레

복숭아유리나방 유충 복숭아유리나방 피해진달래방패벌레 성충 진달래방패벌레 피해

꽃매미 약충소나무왕진딧물 꽃매미 성충진딧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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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식물의 해충 진단

•조경수가 해충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해

충의 존재, 피해 증상, 가해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다.

•해충은 대개 가해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잎, 가지, 줄기를 세밀하게 관찰하면 

여러 가지 피해 증상과 흔적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해충의 종

류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천공성 해충은 줄기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며 톱밥, 벌레 똥, 나무 진이 배출되어 

당분간 남아 있지만 구멍이 작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응애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흰 종이를 받치고 가지를 손가락으로 두

들겨서 종이 위에 떨어진 먼지를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하여 응애를 찾아내거나 

잎에 붙어 있는 난각을 확인해야 한다. 

•잎이나 가지에 그을음병이 심하면 진딧물과 깍지벌레가 배설한 감로로 인하여 병

이 생긴 것이므로 해충이 있다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방패벌레는 잎 뒷면에 작

은 똥 조각을 많이 남긴다.

(3) 정원식물의 해충의 진단 과정

가) 수목에 발생한 충해를 관찰하여 진단한다.

•수목의 충해 부분(잎, 가지, 뿌리 등)을 채취한다.

•해충의 피해 증상을 판단한다.

•수목의 충해 부분을 채취한다.

•수목 충해 도감을 활용한다.

나) 피해 증상과 가해 흔적에 의한 해충을 구분한다.

•가해 흔적을 관찰하여 피해 증상을 발견한다.

•가해 흔적 및 피해 증상을 확인하여 해충의 종류를 판단한다.

•수목도감을 활용한다.

다) 정밀 진단

•잎을 검사한다. 검사 대상으로서 잎은 확보하기 가장 쉽고 해충이나 질병의 표징

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잎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힌다.

•수목 분류상의 속명과 수종명을 확인한다.

•해당 수종이 정상적일 때의 잎 모양, 색, 크기 등을 확인한다.

•잎을 상세히 관찰한다.

•해충의 피해 증상과 가해 흔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피해 증상과 가해 흔적에 의한 해충의 구분 

33

1
2

4

3

6
5

5
7

7

15
16

19

17

8

22

23

32

31

30

25

20

11
10

24

21

26

2928

18

9

12

13
14

1. 꽃총채벌레 2.잎벌 3. 잎벌레  4. 꽃무지 5. 깍지벌레6. 진딧물 7. 혹파리, 혹벌 8. 진딧물 9. 응애 10. 깍지벌레 11. 흰불나방, 

텐트나방 12. 잎벌레 13. 굴나방 14. 나무이 15. 풍뎅이16. 나무좀, 바구미 17. 잎벌레난 18. 순나방 19. 방패벌레 20. 깍지벌레 

21. 하늘소 22. 하늘소 유충 23. 나무좀 24. 유리나방, 하늘소, 바구미 25. 나방류 유충 26. 해충 월동 27. 두더지 28. 거세미나방

29. 진딧물, 응애류 30,31. 선충 32. 매미 유충 33. 풍뎅이 유충



병충해관리266 시민정원사 매뉴얼 267

피해 증상과 가해 흔적 해당 해충의 종류

잎이나 꽃을 갉아먹은 흔적이 있음
나방과 나비의 유충, 잎벌 유충, 딱정벌레의 유충과 

성충, 풍뎅이, 메뚜기, 대벌레, 벼룩바구미

잎이 백색, 은색, 청동색으로 변하거나 주근깨, 

반점, 줄무늬, 굴이 있음

진딧물, 잎응애, 방패벌레, 매미충, 충채벌레, 노린재, 

나무이, 굴나방, 굴파리

조직이 비틀어지거나 혹이 있음 진딧물, 혹응애, 총채벌레, 나무이, 혹 형성 곤충

가지, 줄기 혹은 수목 전체가 고사함. 수피에 

구멍이 있음. 구멍으로부터 톱밥, 벌레 똥, 나무 

진, 송진이 배출됨

하늘소, 바구미, 나무좀, 깍지벌레, 혹 형성 곤충, 나방, 

굼벵이, 기타 천공성 해충

감로와 이로 인한 그을음병이 생김 진딧물, 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매미충, 나무이

잎에 똥 조각이 있음 방패벌레, 응실총채벌레, 잎벌레, 잎벌 성충

천막, 거미줄, 명주실 같은 매트가 있음 텐트나방, 흰불나방, 잎말이나방

주머니나 통이 있음 주머니나방, 통나방

거품이 있음 거품벌레

솜 섬유 물질이 있음 솜벌레, 깍지벌레, 진딧물, 가루이, 선녀벌레

송진(pitch tube)이 있음 나무좀

감나무 진과 송진이 대량으로 있으며, 수액이 

흘러나옴
딱정벌레의 유충, 나방의 유충, 파리의 유충

피해 증상과 가해 흔적에 의한 해충의 구분 
(이경준·이승제, (2008), 「조경수 식재 관리 기술」, 서울대학교출판부, p.258.)

4. 농약의 종류와 사용법

(1) 농약에 대한 일반 사항

•농약은 기본적으로 색상으로 용도를 구분할 수가 있다. 

•살충제와 살비제 즉, 해충을 죽이는 약은 초록색으로 표시한다. 

•살균제는 분홍색으로 표시되며 제초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농약은 다른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독성구분은 네 단

계로 구분하는데.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한다. 이중 맹독성

약은 시판되지 않는다. 정원에서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해서는 농약의 표시사

항 중에 독성구분을 확인하여 보통독성이나 저독성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농약 제제(제형)의 종류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은 원성분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광물성가

루(증량제), 계면활성제, 석유용매 등과 같은 내용물과 섞어,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 

또는 물에 타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데 이러한 혼합과정을 거친 최종상품의 형태

를 제형이라 한다.

•농약의 제형은 유효성분의 종류와 물리적 형태, 사용방법, 방제대상에 대한 목적 

등에 따라 분류한다. 크게 나누어 보면 물에 타서 사용하는 형태와 물에 타지 않

고 바로 사용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원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주요 제형으로는 유제, 수화제, 수

용제, 액제,  입제, 도포제 등이 있다.

가) 물에 타서 사용하는 제형

① 유제(乳劑, Emulsifiable Concentrate, EC)

•농약원제를 유기용매에 녹인 후 유화제를 혼합하여 액체상태로 만든 것으로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용매를 함유하고 있어 독특한 냄새가 난다. 물에 타면 우유

처럼 뿌옇게 되어 유제라고 한다. 

② 수화제(水和劑, Wettable Powder, WP)

•물에 녹지 않는 농약원제를 광물질의 증량제 및 계면활성제와 혼합하여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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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이행성이 있는 농약을 쌀알 형태의 증량제에 흡착 또는 피복시키든가 증량제

와 혼합한 후 쌀알형태로 만든 것으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알맹이가 비교적 무거워 비산의 위험이 적고 다른 제형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줄기나 잎에 부착되는 양이 적어 흡수이행성이 필요하며 단위면적당 사용

량이 많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③ 도포제(塗布劑, Paste, PA)

•특정 병이나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제형이다. 

•농약을 점성(粘性)이 큰 액상으로 만들어 붓 등으로 필요한 부위에 발라준다. 마른 

후 피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분자 필름제를 섞어서 만들기도 한다.

(3) 살포약액 조제

•살포액을 조제할 때는 

1) 중성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2) 정해진 희석배수를 준수하며 

3) 충분하게 섞어 주어야 한다.  

가) 소요 약량 계산법

•조경수는 수목의 크기와 식재 간격이 불규칙하므로 관리 지역에 있는 대상 수목

의 잎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할 수 있는 총 소요량을 먼저 추정하고 다음 공식

을 참조하여 소요되는 약량을 계산한다.

가루로 만든 것으로 물과 혼합하여 살포액을 만든다. 

•살포액은 미세한 가루가 물속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살포액을 만든 

후 오래 방치하면 미세한 가루가 가라앉기 때문에 저어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물의 잎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송, 보관, 조제가 쉽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③ 액상수화제(液狀水和劑, Suspension Concentrate, SC)

•가루형태의 수화제를 물에 섞어 걸쭉한 액상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물에 타서 

살포액을 만들 때 잘 풀어지는 편리함이 있다. 

④ 액제(液劑, Soluble Concentrate, SL)

•물에 잘 녹으며 가수분해의 우려가 없는 농약 원제를 물 또는 메탄올에 녹인 후 

동결방지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물과 섞어 살포액을 만든다.

⑤ 수용제(水溶劑, Water Soluble Powder, SP)

•물에 잘 녹는 농약원제를 설탕이나 유안과 같이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증량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물과 섞어 살포액을 만들면 물에 완전히 녹아 투명한 액체로 

된다. 취급, 수송, 보관이 액제보다 쉬우나 그 종류가 매우 적다.

나) 물에 녹이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제형

① 분제(粉劑, Dustable Powder, DP)

•정원 관리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벼 재배 시에 일부 사용된다. 가루상태의 

약을 바로 뿌려서 사용하기에 취급이 편리하고 살포기구의 가격이 저렴하지만 약

효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② 입제(粒劑, Granule, GR)

• 소요 약량 =
총 소요량

희석 배수

소요 약량의 계산

농
약

20㎖

2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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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제의 혼용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섞어서 한꺼번에 살포하는 약제 혼용은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된다. 약제 혼용은 약효가 커지거나 독성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약효가 없어지거나 독성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정확

한 지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살충제는 유제 형

태이고, 살균제는 수화제 형태가 많아서 2가지를 섞으면 유제의 입자가 수화제의 

증량제에 흡착되어 응집함으로써 약해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농약 혼용 적부

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어떤 약제들은 혼합 후 즉시 사용해야만 약효를 유

지할 수 있는 조합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4) 약제 살포 요령

•약제를 살포할 때 살포방법에 따라 효과에 큰 차이가 난다. 병원균은 잎의 뒷면

에 있는 기공으로부터 대부분 침입하며, 야간에 활동하는 해충이나 진드기, 잎 

응애 등은 주로 잎 뒷면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잎 뒷면의 방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유제, 액제, 수화제, 수용제는 각각 정해진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해야하며, 분무

기 노즐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잎 뒷면에 살포한다. 또 물방울이 

가는 것이 잎에 고루 부착되므로 가급적이면 분무기의 압력을 올려서 안개처럼 

가는 물방울이 분사되도록 한다. 

•살포하는 양은 물방울이 줄줄 흐를 정도가 되면 오히려 흘러내려서 약이 부착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노즐을 너무 식물 가까이 대지 말고 30cm-50cm 정

도 떨어진 곳에서 분무하는 것이 좋다. 

•입제를 뿌릴 때는 기구가 필요 없으나 약제를 취급할 때는 고무장갑을 잊지 말고 

착용해야 한다. 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여 약해를 최

소화해야 한다.  입제의 경우는 균일하게 식물 아래 흙에 뿌린다.

(5) 농약 사용 시 주의사항

•약제를 살포하기 전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음주 후이거나 간 질환이 있

으면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약제를 코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반

듯이 갖춘 다음 살포한다.

•단독으로 3시간 이상 살포하지 않는다.

•살포 작업은 뜨거운 한낮을 피하고, 우천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 실시한다.

•바람을 등지고 뒤로 이동하면서 살포한다.

•살포 후 장비를 깨끗이 세척 후 보관한다.

•사용한 농약 용기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처리한다.

•작업이 끝난 후 몸을 깨끗이 씻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5. 친환경 방제하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식물을 관리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래의 농약을 중심으로 하는 방제에서 이제는 종합관리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사

용 가능한 방법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들은 사용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보

통이다. 

•그 이유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빠르지 않고, 효과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매

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경험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는 식물의 내성과 회복력을 기대하며 시간을 갖고 참으면서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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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필요하다.

(1) 적용 가능한 대체 방제

가) 목초액과 식초

•산성 성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충과 병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독특한 냄새에 의한 기피효과도 기대된다. 

•사용시에는 정해진 희석 비율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마요네즈나 난황유

•점도에 의해 진딧물이나 깍지벌레와 같은 해충의 방제가 가능하고 식물병에도 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 2L에 마요네즈 13g 정도를 섞어서 사용한다. 

다) 추출물 이용

•은행잎을 끓인 물이나 담배꽁초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진딧물 등의 방제와 기피에 

사용한다. 

•제한된 공간에서는 냄새에 유의하도록 한다. 

라)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법

•주로 천적을 이용한 방제법이다. 

•주변에서 보이는 포식성 천적이나 기생성 천적을 보호하면서 이용한다.

① 포식성(predators) 천적           

•응애류 천적 : 이리응애

•진딧물 천적 : 풀잠자리,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총채벌레 천적 : 애꽃노린재, 이리응애

② 기생성(parasite)  

•진딧물 천적 : 진디벌

•온실가루이 천적 : 좀벌

•잎굴파리 천적 : 좀벌, 고치벌

•나방류 천적 : 알벌

6.  수목 수간주사

•수간주사는 병충해 예방목적과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며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영

양공급의 목적으로도 실시한다. 

•예방목적 : 흡즙성 해충과 천공성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실시한다.

•치료목적 : 대추나무빗자루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양공급 : 수목의 이식 후 또는 여러 요인으로 수목이 쇠약하여 영양공급이 필

요할 때.  

(1) 대추나무빗자루병 치료를 위한 수간주사 방법

•대추나무빗자루병에 발생하면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에 수간 주사를 놓는다. 

•이는 봄철에  수액상승이 왕성하여 나무 내 이동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보통 수액이동이 양호한 이른 아침에 실시하며, 대추를 수확한 직후에 추가 주입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수간주사 약제명 : 옥시테트라싸이클린(테라마이신) 1,000배액

•약제주입 : 수간주사 시 약제주입량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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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10 이하 10~15 15~20 20~25

주입량(ℓ) 0.5 1 2 3

흉고직경별 주입량

• 주입작업 순서

- 전기드릴로 수간하부에 직경 4㎜, 깊이 3~4㎝의 구멍(주입공)을 수간의 중심부를  

비켜서 지면을 향하여 30~45˚경사지게 뚫는다.

- 소요약량을 희석하여 주입용기에 넣고 수간 주입관에 잘 흘러나오는지 확인한 

후 유량 조절기를 꼭 막아 흐르지 않게 한다.

- 미리 뚫어 놓은 주입공으로부터 주입관의 길이에 맞는 높이에 주입 용기를 매단

다.

- 유량조절기를 서서히 열고 주입공 속에 약액을 채워 공기를 빼내면서 꼭 끼워 약

액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유량조절기를 완전히 열어 놓는다.

 - 주입용기의 윗 뚜껑을 약간 열어 놓아 약액이 잘 들어가게 한다.

(2) 버즘나무방패벌레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방법

•버즘나무방패벌레가 발생하면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에 수간 주사를 놓는다. 

•역시 봄철에 수액상승이 왕성하여 나무 내 이동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는 월동한 성충이 이동을 하거나 어린 개체가 가해를 시작하는 초기이

므로 효과가 높다.

•약제명 : 이미다클로프리드 4%, 20%액제 또는 시판 중인 수간주사제 

•필요장비 및 물품 : 동력천공기 및 드릴, 약제주입기, 약제주입통, 줄자, 약제

•수간주입 후의 처리 : 주입관을 뽑아내고 구멍에 도포제인 톱신페스트를 바른 후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코르크나 스티로폼 등으로 구멍을 막아준다.

•수간주입 후 처리 : 약제주입 후 약 5~7분 이내에 침투되므로 작업 후 주위의 사

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9월 중순 이후 천공 구멍은 자연 치유되나, 약제 주입 후 주입통을 뽑아내고 톱신

페스트를 바른 후 코르크나 스티로폼 등으로 구멍을 막아준다.

•방제효과 : 5월 1회 방제작업으로 9월 중순 까지 90%이상의 방제율을 나타낸다.

약 제 명 이미다클로프리드(코니도)

유효성분 4% 액제 20% 분산성 액제

천    공 6㎜드릴 9.5㎜드릴

천공깊이 2㎝ 4㎝

천공간격 20㎝ 20㎝

주입약량 5㎖ 2㎖

주 입 통 설치 미설치

약제주입 약제주입기 사용 약제주입기 사용

방제횟수 연 1회 연 1회

소요인원

4인1조

(천공,주입통 설치, 

약제주입, 주입통 수거)

2인1조

(천공, 약제주입)

흉고직경(㎝) 10 이하 10~15 15~20 20~25 25~30

주입수 1 2 3 4 5

버즘나무방패벌레 방제방법

수간주사 방법

호스

호스
호스

익액통

익액

익액조절기

주입관

주입관

5~10cm

2~2.5cm

10~15cm
20~30˚

1.5~2cm

5mm

4.5mm

주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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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1. 다음 중 식물에 병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병원체는?

   ㉮ 곰팡이 ㉯ 세균       ㉰ 바이러스           ㉱ 파이토플라스마

2. 다음 병해 중 전염성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과도한 영양공급에 의한 병 ㉯ 폭설에 의한 병       

   ㉰ 과습한 토양의 의한 병 ㉱ 곰팡이에 의한 병

3. 그을음병의 원인과 병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진딧물의 배설물에 의한 발생        ㉯ 잎에 검고 끈끈한 얼룩이 생김       

    ㉰ 깍지벌레의 배설물에 의해 발생      ㉱ 세균에 의한 병

4. 보기 중 대추나무빗자루병의 병원체로 맞는 것은?

     ㉮ 세균 ㉯ 파이토플라스마           ㉰ 곰팡이           ㉱ 바이러스

5. 다음 중 대추나무빗자루병을 치료하는 약제로 적합한 것은?

  ㉮ 페니실린   ㉯ 테트라사이클린           ㉰ 만코젭           ㉱ 베노밀

6. 다음 중 세균에 의한 병으로 항생제의 처리가 필요한 병은?

  ㉮ 탄저병    ㉯ 흰가루병    ㉰ 무름병     ㉱ 노균병

7. 다음 중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고 봄철에는 주황색반점, 여름철에는 잎 뒷면에 돌기가 

형성 되고 향나무와 기주교대하는 병은?

    ㉮ 검은무늬병   ㉯ 탄저병   ㉰ 겹무늬병     ㉱ 붉은별무늬병

8. 다음 중 천공성해충으로 벚나무와 복숭아나무에 피해가 심한 해충은?

    ㉮ 방패벌레   ㉯ 유리나방    ㉰ 깍지벌레     ㉱ 진딧물

9. 미국흰불나방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어린 유충은 거미줄을 치고 집단생활을 한다.

    ㉯ 피해수종의 잎맥만 남기고 모두 식해한다.

    ㉰ 유충상태로 월동한다.

    ㉱ 대부부의 낙엽수와 유실수에 피해를 준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 하는 해충의 구분으로 적당한 것은?

  [깍지벌레는 식물의 잎과 잔가지, 줄기에 깍지를 만들고 산란과 월동을 하며 유충상태에서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이다]

   ㉮ 충영형성해충    ㉯ 종실구과해충        ㉰ 식엽성해충         ㉱ 흡즙성해충

11. 흡즙성 해충은 어느 것인가?

    ㉮ 방패벌레    ㉯ 나방  ㉰ 잎벌 ㉱ 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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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년에 9~11회 발생하는 해충으로 고온건조 시 피해가 심하고 흡즙하면서 가해 주변에  

 거미줄을 형성하는 것은?

  ㉮ 깍지벌레 ㉯ 나무이류 ㉰ 응애류 ㉱ 거품벌레

13. 주로 가로수인 버즘나무에 피해를 끼치는 주요 해충으로만 묶인 것은?

  ㉮ 털두꺼비하늘소, 오리나무잎벌레  ㉯ 미국흰불나방, 알락하늘소 

  ㉰ 알락하늘소, 털두꺼비하늘소 ㉱ 미국흰불나방, 방패벌레

14. 참나무류의 종실인 도토리에 주둥이로 구멍을 뚫고 산란한 후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주둥 

 이로 잘라 땅으로 떨어뜨리며, 부화한 유충이 도토리의 과육을 식해하는 해충은?

   ㉮ 왕바구니 ㉯ 도토리거위벌레          ㉰ 심식나방              ㉱ 도토리바구미

15. 나무좀은 수목의 어느 부분을 주로 가해하는가?

    ㉮ 잎을 가해한다.  ㉯ 목질부 속으로 들어간다.

    ㉰ 수피안쪽의 형성층을 가해한다.  ㉱ 뿌리를 가해한다.

16. 다음 중 살충제의 표시 색상은?

  ㉮ 노란색  ㉯ 흰색 ㉰ 분홍색 ㉱ 초록색

17. 다음 중 살균제의 표시 색상은?

    ㉮ 노란색 ㉯ 흰색 ㉰ 분홍색 ㉱ 초록색

18. 다음 중 물에 녹지 않는 농약원제를 유기 용제에 녹인 후 유화제를 혼합하여 액체상으로 

 물에 타서 살포하는 농약 제형은?

    ㉮ 액제 ㉯ 수화제 ㉰ 유제 ㉱ 액상수화제

19. 다음 중 장미의 응애를 방제하는 농약은?

  ㉮ 살균제 ㉯ 전착제 ㉰ 살비제 ㉱ 살서제    

20. 다음 중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설명은?

  ㉮ 고무장갑과 방제복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 농약은 적정량 보다 조금 많이 사용하면 약효가 증가한다.

  ㉰ 가능한 바람이 없는 날 실시하며 바람을 등지고 살포한다.

  ㉱ 뜨거운 한낮을 피하고 우천 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원예식물 50종ㅣ조경수목 50종

시민정원사가 알아야 할 

정원식물100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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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원예식물 50종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

1. 아네모네 2. 금어초 3. 마아가렛 4. 리빙스턴데이지 5. 팬지

6. 페튜니아 7. 작약 8. 매발톱꽃 9. 패랭이꽃 10. 꽃양귀비  

11. 꽃잔디 12. 꽃창포 13. 샤스타데이지 14. 네모필라 15. 시네나리아

16. 우단동자꽃  17. 아게라텀  18. 다알리아  19. 노루오줌  20. 델피늄

21. 리아트리스  22. 왕원추리 23. 금계국  24. 휴케라  25. 코리우스 

26. 꽃베고니아 27. 메리골드  28. 백일홍 29. 임파챈스 30. 샐비어 

31. 접시꽃 32. 플록스 33. 풍접초 34. 백합 35. 칸나

36. 수국

37. 가우라 38. 색비름 39. 댑싸리 40. 아스타 41. 천일홍

42. 맨드라미 43. 억새 44. 구절초 45. 헬리안사스  46. 꽃향유

47. 국화 48. 코스모스

겨울 (11~12월)
49. 포인세티아 50. 꽃양배추

시민정원사가 알아야 할 정원식물 1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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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모네 미나리아재비과 마아가렛 국화과

금어초 현삼과 리빙스턴데이지 석류풀과

학   명ㅣAnemone coronaria L.

영   명ㅣPopy Anemone

원산지ㅣ지중해 연안

생육상ㅣ다년생 추식 구근

개화기ㅣ4~5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구근번식

학   명ㅣChrysanthemum frutescens L.

영   명ㅣMarguerite

원산지ㅣ카나리아제도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우리나라에서는 일년초로 이용)

개화기ㅣ3~5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삽목

학   명ㅣAntirrhinum majus

영   명ㅣSnapdragon

원산지ㅣ지중해 연안

생육상ㅣ추파 일년초

개화기ㅣ5~7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Dorotheanthus bellidiformis N. E. Br.

영   명ㅣLivingstone daisy

원산지ㅣ남아프리카

생육상ㅣ일년초

개화기ㅣ3~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충분히 관수 번식 : 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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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지 제비꽃과 작약 미나리아재비과

페튜니아 가지과 매발톱꽃 미나리아제비과

학   명ㅣViola  spp.

영   명ㅣViola

원산지ㅣ북유럽원산의 원예종

생육상ㅣ추파일년생

개화기ㅣ3~5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Paeonia Lactiflora Pall

영   명ㅣPaeony

원산지ㅣ한국, 중국, 일본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5~6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반그늘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학   명ㅣPetunia spp.

영   명ㅣCommon Garden Petunia

원산지ㅣ원예교배종

생육상ㅣ춘파1년초

개화기ㅣ5~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Aguilegia buergeriana var.

영   명ㅣColumbine

원산지ㅣ아시아, 북미, 유럽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5~6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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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랭이꽃 석죽과 꽃잔디 꽃고비과

개양귀비(꽃양귀비) 양귀비과 꽃창포  미나리아제비과

학   명ㅣDianthus chinensis L.

영   명ㅣChinese Pink

원산지ㅣ한국, 중국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5~8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삽목

학   명ㅣPhlox subulata L.

영   명ㅣground pink, moss-pink

원산지ㅣ미국동부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4~9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내건성 번식 : 실생, 삽목

학   명ㅣPapaver nudicaule

영   명ㅣPoppy article, Poppy iceland, Icelandic poppy, Arctic poppy

원산지ㅣ북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생육상ㅣ추파일년초

개화기ㅣ6~7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Iris ensata var. Spontanea

영   명ㅣJpanese Iris

원산지ㅣ한국, 일본, 동부 시베리아, 만주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5~7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내건성, 내습성 번식 : 실생,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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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스타데이지 국화과 시네나리아 국화과

네모필라 히드로필라과 우단동자꽃 석죽과

학   명ㅣChrysanthemum burbankii Mokino

영   명ㅣShasta Daisy, Daisy Chrysanthemum

원산지ㅣ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생육상ㅣ숙근 다년초

개화기ㅣ5~7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삽목

학   명ㅣSenecio cruentus

영   명ㅣCineraria

원산지ㅣ북아프리카, 카나리아제도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3~5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Nemophila insignis

영   명ㅣBaby blue-eyes

원산지ㅣ캘리포니아

생육상ㅣ일년초

개화기ㅣ4~5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Lychnis coronaria

영   명ㅣRose campion

원산지ㅣ유럽 남부, 서아시아

생육상ㅣ숙근 다년초

개화기ㅣ6~7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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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라텀 국화과 노루오줌 범의귀과

다알리아 백합과 델피늄 미나리아재비

학   명ㅣAgeratum houstonianum

영   명ㅣFlossflower, Pussy-foot

원산지ㅣ멕시코, 페루

생육상ㅣ춘파일년초

개화기ㅣ6~8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Astibe chinensis Fran

영   명ㅣFalse goat's beard

원산지ㅣ한국, 중국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6~7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학   명ㅣDahlia pinnata

영   명ㅣDahlia

원산지ㅣ멕시코

생육상ㅣ숙근성 춘식구근

개화기ㅣ7~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분구

학   명ㅣDelphinium

영   명ㅣLarkspur

원산지ㅣ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7~9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삽목,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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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트리스 국화과 금계국 국화과

왕원추리 백합과 휴케라 범의귀과

학   명ㅣLiatris spicata

영   명ㅣGay Feather

원산지ㅣ북아메리카

생육상ㅣ구근성 다년초

개화기ㅣ6~8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분주, 실생

학   명ㅣCoreopsis Lanceolata

영   명ㅣLance Coleopsis

원산지ㅣ미국 미시간주, 플로리다주, 미멕시코주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6~9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학   명ㅣHemerocallis fulva L.

영   명ㅣFulvous Day Lily

원산지ㅣ중국, 한국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3~4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내건성) 번식 : 분주

학   명ㅣHeuchera 'Silver shadows'

영   명ㅣAlum root

원산지ㅣ원예품종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8월~10월

관리법ㅣ햇빛 : 반그늘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분주, 조직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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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우스 꿀풀과 메리골드 국화과

꽃베고니아 베고니아과 백일홍 국화과

학   명ㅣColeus spp.

영   명ㅣPainted nettle, coleus

원산지ㅣ인도네시아

생육상ㅣ춘파일년초, 다년초

개화기ㅣ6~8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삽목

학   명ㅣTagetes spp.

영   명ㅣMarigold

원산지ㅣ멕시코

생육상ㅣ춘파일년초

개화기ㅣ6~8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Begonia semperflorens

영   명ㅣBedding begonia, Wax begonia

원산지ㅣ브라질

생육상ㅣ일년초

개화기ㅣ6~9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반그늘 관수 : 보통 관수 번식 : 실생, 삽목

학   명ㅣZinnia elegans Jacp.

영   명ㅣZinnia

원산지ㅣ멕시코

생육상ㅣ춘파일년초

개화기ㅣ6~10월

관리법ㅣ햇빛 : 반그늘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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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챈스 봉선화과 접시꽃 아욱과

샐비어 꿀풀과 플록스(플협죽도) 꽃고비과

학   명ㅣImpatiens walleriana

영   명ㅣZanzibar balsam, busy lizzy, patience plant, sultana

원산지ㅣ아프리카

생육상ㅣ일년초, 다년초(우리나라는 일년초 취급)

개화기ㅣ6~8월

관리법ㅣ햇빛 : 반그늘 관수 : 충분히 관수 번식 : 실생, 삽목

학   명ㅣAlthaea rosea Cav.

영   명ㅣHollyhock

원산지ㅣ중국, 시리아

생육상ㅣ2년생 초화

개화기ㅣ6~8월

관리법ㅣ햇빛 : 반그늘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아삽

학   명ㅣSalvia splendens

영   명ㅣScarlet Sage, Salvia

원산지ㅣ브라질

생육상ㅣ일년초, 다년초

개화기ㅣ6~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 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Phlox paniculata L.

영   명ㅣPerennial Phlox

원산지ㅣ미국 동부, 중부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6~9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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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접초 풍접초과 칸나 홍초과

백합 백합과 수국 범의귀과

학   명ㅣCleome spinosa Jacq.

영   명ㅣSpider Flower

원산지ㅣ서인도제도, 멕시코남부

생육상ㅣ춘파일년초

개화기ㅣ6~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Canna generalis L.H.Bailey & E.Z.Bailey

영   명ㅣCommon Garden canna

원산지ㅣ열대ㆍ아열대 아메리카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6~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반음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분주

학   명ㅣLilium longiflorum Thunb.

영   명ㅣLily

원산지ㅣ아시아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6~7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 관수 번식 : 분구, 조직배양

학   명ㅣHydrangea spp.

영   명ㅣHydrangea

원산지ㅣ남북아메리카, 아시아

생육상ㅣ낙엽관목

개화기ㅣ7~8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충분히 관수 번식 : 분주, 삽목

Spider Flow
er

Com
m

on G
arden 

canna
H

ydrangea

Lily



원예식물 50종302 시민정원사 매뉴얼 303

가우라(바늘꽃) 바늘꽃과 댑싸리 명아주과

색비름 비름과 아스타 국화과

학   명ㅣGaura lindheimeri L.

영   명ㅣLindheimer's beeblossom

원산지ㅣ한국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6~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학   명ㅣKochia scoparia Schrad.

영   명ㅣSummer Cypress, Belvedere

원산지ㅣ유럽, 중국

생육상ㅣ일년초

개화기ㅣ7~8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Amaranthus tricolor L.

영   명ㅣGanges Amaranth

원산지ㅣ아프리카, 아시아

생육상ㅣ춘파일년초

개화기ㅣ8~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 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Aster amellus L.

영   명ㅣAster

원산지ㅣ중남미, 유럽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9~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충분히 관수 번식 : 삽목,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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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홍 비름과 억새 벼과

맨드라미 비름과 구절초 국화과

학   명ㅣGomphrena globosa L.

영   명ㅣCommon Globe-Amaranth

원산지ㅣ미국 열대 

생육상ㅣ춘파일년초

개화기ㅣ5~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ersson) Rendle

영   명ㅣFlame Grass, silver grass

원산지ㅣ한국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9~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분주, 실생

학   명ㅣCelosia cristata L.

영   명ㅣCockscomb

원산지ㅣ열대아시아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7~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 관수 번식 : 실생, 분주

학   명ㅣ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영   명ㅣwhite-lobe Korean dendranthema

원산지ㅣ한국, 일본, 만주, 중국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9~11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반그늘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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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안사스 국화과 국화 국화과

꽃향유 꿀풀과 코스모스 국화과

학   명ㅣHelianthus salicifolius

영   명ㅣSunflower willow-leaved

원산지ㅣ미국 남부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9~11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Chrysanthemum boreale Makino

영   명ㅣFlorist's chrysanthemum, Mum

원산지ㅣ한국, 중국, 일본

생육상ㅣ숙근성 다년초

개화기ㅣ9~10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삽목, 분주

학   명ㅣElsholtzia splendens Nakai

영   명ㅣShiny mint

원산지ㅣ한국

생육상ㅣ1년생 초본

개화기ㅣ10~11월 초

관리법ㅣ햇빛 : 양지, 반그늘 관수 : 보통 관수 번식 : 실생

학   명ㅣCosmos bipinnatus

영   명ㅣCosmos

원산지ㅣ멕시코 

생육상ㅣ춘파일년초

개화기ㅣ10~11월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관수 번식 : 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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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세티아 대극과

꽃양배추 배추과

학   명ㅣEuphorbia pulcherrima

영   명ㅣPoinsettia, Christmas flower

원산지ㅣ멕시코 

생육상ㅣ상록관목

개화기ㅣ겨울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충분히 관수 번식 : 삽목, 실생

학   명ㅣlBrassica oleracea var. acephala

영   명ㅣOrnamental kale or Ornamental cabbaget

원산지ㅣ북유럽

생육상ㅣ추파일년초

개화기ㅣ잎의 색깔은 10월말~11월초 나타나기 시작한다.

관리법ㅣ햇빛 : 양지 관수 : 보통 관수 번식 : 실생

Poinset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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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경수목 50종

1. 감나무 

2. 개나리 

3. 계수나무 

4. 구상나무 

5. 꽃사과

6. 낙상홍 

7. 느티나무 

8. 능소화 

9. 단풍나무 

10. 대추나무 

11. 매실나무 

12. 메타세쿼이아 

13. 모감주나무 

14. 모과나무

15. 목련

16. 무궁화

17. 박태기나무

18. 배롱나무 

19. 백당나무 

20. 병꽃나무 

21. 보리수나무

22. 복자기 

23. 사철나무 

24. 산딸나무 

25. 산수유 

26. 산철쭉 

27. 살구나무 

28. 서양측백 

29. 섬잣나무 

30. 소나무 

31. 수수꽃다리

32. 왕벚나무

33. 은행나무

34. 이팝나무

35. 일본매자나무

36. 자작나무 

37. 장미 

38. 전나무 

39. 조팝나무

40. 좀작살나무 

41. 주목 

42. 쥐똥나무 

43. 진달래 

44. 칠엽수 

45. 백합나무 

46. 피라칸다 

47. 화살나무 

48. 황매화 

49. 회양목

50. 흰말채나무

시민정원사가 알아야 할 정원식물 1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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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 감나무과ㅣDiospyros kaki  Thunb. 계수나무 계수나무과ㅣCercidiphyllum japonicum Siebold & Zucc.

개나리 물푸레나무과ㅣ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구상나무 소나무과ㅣAbies koreana E. H. Wilson

원 산 지ㅣ중국 중북부, 일본, 

한국 중부 이남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15m 내외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짙은 회색

맹 아 력ㅣ강함

생 육 지ㅣ전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25~30m

질   감ㅣ고움

수 피 색ㅣ홍갈색

맹 아 력ㅣ강함

원 산 지ㅣ한국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2~3m

질   감ㅣ비틀림

수 피 색ㅣ녹색, 회갈색

맹 아 력ㅣ강함

원 산 지ㅣ한국   

성 상ㅣ상록침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18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예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잎의 뒷면은 녹색이고 

광택이 난다.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심장형

잎끝모양ㅣ둔첨두

잎밑모양ㅣ심장저

잎가모양ㅣ톱니

잎의특색ㅣ잎은 심장형이고 마주

난다. 뒷면은 분백색이고 둔한 톱

니가 있음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긴 타원형

잎끝모양ㅣ예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천열

잎의특색ㅣ양면에 털이 없고, 

표면에 광택이 있다.

성장속도ㅣ매우 느림

잎 모 양ㅣ도피침상선형

잎끝모양ㅣ요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끝이 얕게 갈라짐

개화시기ㅣ5~6월   

꽃   색ㅣ황백색   

꽃 특 색ㅣ잎겨드랑이에 달림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주황색

열매특색ㅣ달걀 모양

내공해성ㅣ강함

개화시기ㅣ4~5월   

꽃   색ㅣ주홍색   

꽃 특 색ㅣ붉은 빛이 돈다   

결실시기ㅣ8월

열 매 색ㅣ암자갈색

열매특색ㅣ골돌과로 종자 

한 쪽에 날개가 있음

내공해성ㅣ중간

비 고ㅣ잎에서 여름부터 달콤한 향이 난다.

비 고ㅣ고산식물로 인공식재 시 생리장해가 심함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노란색   

꽃 특 색ㅣ엽액에 1~3개씩 

달리며, 꽃받침 4개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삭과는 난형, 

돌기와 날개가 있음

내공해성ㅣ강함

개화시기ㅣ5~6월   

꽃   색ㅣ갈색, 녹색   

꽃 특 색ㅣ암수한그루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원통형, 자갈색

내공해성ㅣ약함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내 음 성ㅣ양수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불규칙하게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

악센트식재, 녹음식재에 적합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회갈색으로 세로로 

갈라진다.

조경가치 및 용도ㅣ가로수에 녹

음수로 쓰임. 열식, 군식, 독립수

로 식재하면 좋음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피목이 뚜렷함

조경가치 및 용도ㅣ대기오염 등 

각종 공해에 강하고 3~4월에 잎

보단 먼저 피는 노란색 꽃이 아름

다워 악센트식재, 경계식재에 적합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늙으면 백색으로 변함

조경가치 및 용도ㅣ수형이 아름

답고 구과의 관상적 가치가 높으

며, 질감이 고와서 작은 공간의 

악센트식재나 기조식재, 차폐식

재, 완충식재 등으로 이용됨



조경수목 50종314 시민정원사 매뉴얼 315

꽃사과 장미과ㅣMalus spp. 느티나무 느릅나무과ㅣ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낙상홍 감탕나무과ㅣIlex serrata Thunb. 능소화 능소화과ㅣCampsis grandifolia (Thunb.) K.Schum.

생 육 지ㅣ전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6~7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회백색

맹 아 력ㅣ중간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15~25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짙은 회색

맹 아 력ㅣ중간

생 육 지ㅣ중부 이남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2~5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강함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활엽만경류   

수   형ㅣ덩굴형   

수   고ㅣ10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광타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예저,원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호생으로 자람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난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둔저

잎가모양ㅣ첨열

잎의특색ㅣ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음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장타원형

잎끝모양ㅣ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톱니

잎의특색ㅣ호생이며, 잎 양면에 

억센 털이 있음. 뒷면의 맥이 뚜

렷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계란꼴

잎끝모양ㅣ점차 뾰족

잎밑모양ㅣ둔저

잎가모양ㅣ톱니

잎의특색ㅣ마주나고 기수1회우

상복엽, 소엽 7~9개, 길이는 

3~6cm

개화시기ㅣ4~5월   

꽃   색ㅣ담홍색   

꽃 특 색ㅣ우산모양꽃차례에

3~7개가 모여남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황색 등

열매특색ㅣ이과로 편구형임

내공해성ㅣ중간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노랑   

꽃 특 색ㅣ수꽃-새 가지 밑, 

암꽃-새 가지위 달림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대가 없는 편구형

내공해성ㅣ보통

내 음 성ㅣ보통

비 고ㅣ전통적인 정자목, 심근성

비 고ㅣ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열매를 맺지 않아 열매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비 고ㅣ새들이 열매를 좋아함

개화시기ㅣ6월   

꽃   색ㅣ담홍색  

꽃 특 색ㅣ작은 꽃이 우산 모양

으로 모여 핌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적색

열매특색ㅣ핵과, 소구형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강함

개화시기ㅣ6~8월   

꽃   색ㅣ귤색   

꽃 특 색ㅣ원뿔모양꽃차례, 

5~15개가 달림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연붉은색

열매특색ㅣ삭과, 네모지며 2개로 

갈라짐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반점이 있음

조경가치 및 용도ㅣ학교와 정원

에 경계식재, 차폐용으로 사용됨. 

군식, 열식으로 식재하면 좋음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곧추자라며, 비늘조각

으로 떨어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수형이 단정하

고, 지엽이 치밀하고 섬세하여 기

조식재, 녹음수, 가로수식재, 군식

재, 군락식재, 악센트식재로 적합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회갈색

조경가치 및 용도ㅣ정원수로 사

용되며 차폐용으로 쓰임. 군식, 

열식으로 식재하면 좋음. 늦가을

부터 겨울철 열매관상에 좋음

내 한 성ㅣ보통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세로로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중부지방 이

남 절에서 식재해 왔으며 관상용

으로도 식재함. 꽃이 아름다워 악

센트식재에 이용, 덩굴 식재로 이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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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 단풍나무과ㅣAcer palmatum Thunb. 매실나무 장미과ㅣPrunus mume Siebold & Zucc

대추나무 갈매나무과ㅣZizyphus jujuba var. inermis Rehder.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10~20m

질   감ㅣ매끄러움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강함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3~5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노란빛 흰색

맹 아 력ㅣ강함

생 육 지ㅣ전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8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중간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삼첨엽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천열

잎의특색ㅣ대생, 잎의 뒷면에는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짐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난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양면에 털이 약간 있

고 뒷면 맥액에 갈색털이 있다.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난형

잎끝모양ㅣ예두, 둔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둔한톱니

잎의특색ㅣ턱잎은 흔히 가시로 

변한다.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홍색   

꽃 특 색ㅣ암수한그루, 잡성주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홍색

열매특색ㅣ사과로서 털이 없음

내공해성ㅣ강함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빨간색 등   

꽃 특 색ㅣ4월에 잎보다 먼저피

고 지름이 2~2.2cm다.  

결실시기ㅣ7월

열 매 색ㅣ황록색

열매특색ㅣ핵과, 난상원형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강함

비 고ㅣ매화나무라고도 함

개화시기ㅣ5~6월   

꽃   색ㅣ연녹색   

꽃 특 색ㅣ취산꽃차례에 

2~3개씩 달림   

결실시기ㅣ9~10월

열 매 색ㅣ적갈색

열매특색ㅣ먹을 수 있음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보통

가지, 줄기ㅣ줄기는 밑에서부터 

몇 개로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악센트, 완충, 

가로수, 군식 식재로 쓰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소지는 회록색, 

줄기는 울퉁불퉁함

조경가치 및 용도ㅣ4월경에 피는 

흰색 또는 홍색꽃의 향기가 매우 

좋으며, 6~7월경에 익는 열매가 

탐스럽고, 악센트식재, 경계식재, 

유도식재에 적합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중간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줄기가 지저분하게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정원에 차폐

용으로 사용되며, 단식, 군식, 열

식하면 좋음

메타세쿼이아 낙우송과ㅣ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 W.C.Cheng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침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35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적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선형

잎끝모양ㅣ원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호생, 우상복엽, 소엽

은 15~20mm임, 깃모양잎

개화시기ㅣ3월   

꽃   색ㅣ황갈색   

꽃 특 색ㅣ암수한그루, 

수꽃은 총상꽃차례로 처짐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녹갈색

열매특색ㅣ구과로 16~23mm,

종자에 날개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비 고ㅣ전정이 불필요함. 천근성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곧추 자람

조경가치 및 용도ㅣ원추형의 수

형이 아름다워 가로수식재, 유도

식재로 적당하다. 또한, 생장속도

가 빠르기 때문에 대단위 녹지공

간의 기조식재, 경계식재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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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나무 장미과ㅣChaenomeles sinensis Koehne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10~15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홍갈색+녹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급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잎탁엽은 난상 피침형

으로 가장자리에 선모가 있다.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연홍색   

꽃 특 색ㅣ한 개씩 달림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노랑색

열매특색ㅣ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목질이 발달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비 고ㅣ식용, 약용, 관상용, 향료 등으로 쓰임. 심근성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홍갈색과 녹색의 얼룩

무늬

조경가치 및 용도ㅣ꽃이 아름답

고, 열매의 향기가 좋고, 수피가 

아름다워 악센트식재나 군락 식

재에 적합

모감주나무 무환자나무과ㅣKoelreuteria paniculata Laxman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8~10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중간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불꽃모양

잎끝모양ㅣ들어감

잎밑모양ㅣ심장저

잎가모양ㅣ둔한톱니

잎의특색ㅣ어긋나고 기수1회우

상복엽, 난형 또는 난상

비 고ㅣ종자는 둥글고 윤기 있는 검은색으로 염주용 또는 비누 대용으로 사용

개화시기ㅣ7월   

꽃   색ㅣ노란빛 흰색   

꽃 특 색ㅣ원추꽃차례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짙은 황색

열매특색ㅣ처음엔 연녹색

이었다가 변함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가지 밑으로 처짐, 

잔가지

조경가치 및 용도ㅣ해풍에 강하

여 해안조경에 이용되며 악센트 

식재, 주연부 식재, 유도 식재, 방

풍 식재, 가로 식재 등에 적합

무궁화 아욱과ㅣHibiscus syiacus L.

원 산 지ㅣ동아시아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원형   

수   고ㅣ2~4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난형

잎끝모양ㅣ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원저

잎가모양ㅣ둔한톱니

잎의특색ㅣ잎은 호생으로 난형이

고 대체로 3개로 갈라짐

개화시기ㅣ7~9월   

꽃   색ㅣ다양   

꽃 특 색ㅣ단생으로 액생하고 

짧은 화경 있음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삭과로서 장타원형, 

5개로 갈라짐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중간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줄기는 밑에서 여러 

개가 올라옴

조경가치 및 용도ㅣ꽃이 개량되

어 담홍, 자색, 백색, 홑꽃, 겹꽃이 

다양하며 7~10월까지 피는 꽃

이 아름답다.

목련 목련과ㅣMagnolia kobus DC.

원 산 지ㅣ한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평정형   

수   고ㅣ20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회백색

맹 아 력ㅣ보통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도란형

잎끝모양ㅣ급첨두

잎밑모양ㅣ설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길이 5~15cm, 표면

에 털이 없음

비 고ㅣ함박꽃나무에 비해 잎보다 꽃이 먼저 핌. 심근성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흰색   

꽃 특 색ㅣ꽃잎 6~9장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홍색

열매특색ㅣ원통형, 종자는 

타원형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가지와 수피가 많이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아담한 수형

과 봄철의 순백색 꽃이 일품으로 

작은 공간의 악센트식재, 군식재, 

유도식재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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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기나무 콩과ㅣCercis chinensis Bunge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5m 내외

질   감ㅣ매끈함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심장형

잎끝모양ㅣ예두

잎밑모양ㅣ심장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잎면에 윤기가 있으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자홍색  

꽃 특 색ㅣ우산모양꽃차례, 

잎보다 먼저 개화   

결실시기ㅣ9~10월

열 매 색ㅣ황록색

열매특색ㅣ편평하고 타원형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얕게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잎보다 먼저 

피는 자홍색의 꽃이 아름다우며 

악센트식재, 경계식재에 적합

백당나무 인동과ㅣViburnum sargentii Koehne

원 산 지ㅣ한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3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깊이 갈라짐

잎의특색ㅣ잎 뒷면에 선점이 없

고 무성화가 있음

개화시기ㅣ5, 6월   

꽃   색ㅣ백색   

꽃 특 색ㅣ취산꽃차례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적색

열매특색ㅣ타원형이며 핵과임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소지에 잔털이 있다.

조경가치 및 용도ㅣ공원, 정원, 

사찰에 쓰이며, 악센트식재, 주연

부식재로 사용됨. 단식, 군식, 열

식으로 식재하면 좋음

배롱나무 부처꽃과ㅣㅣLagerstroemia indica L.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활엽소교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5m 내외

질   감ㅣ벗겨짐

수 피 색ㅣ갈색

맹 아 력ㅣ약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예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엽맥을 따라 털이

있다.

개화시기ㅣ7~9월   

꽃   색ㅣ홍색   

꽃 특 색ㅣ양성꽃   

결실시기ㅣ10~11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삭과, 넓은 타원형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중간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매끈하고 무늬가 

발달함

조경가치 및 용도ㅣ넓게 퍼지는 

수형과 7~9월경에 피는 붉은 

꽃, 평활하고 얼룩무늬가 있는 수

피가 아름다워 악센트식재, 열식, 

군식에 적당함

병꽃나무 인동과ㅣWeigela subsessilis L.H.Bailey

원 산 지ㅣ한국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2~3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연한 회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도란형

잎끝모양ㅣ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마주남. 잎자루는 

거의 없으며 양면에 털이 있다.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연노란색   

꽃 특 색ㅣ꽃자루 털. 

아래까지 갈라짐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병처럼 생기고 

종자에 날개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얇게 벗겨지기도 함

조경가치 및 용도ㅣ꽃이 아름답

고 둥근 수형이 좋아서 도심지의 

조경용으로 매우 적합. 주연부, 

악센트 식재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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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기 단풍나무과ㅣAcer triflorum Kom.

원 산 지ㅣ한국, 중국, 러시아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난형, 원형   

수   고ㅣ15~25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회백색

맹 아 력ㅣ보통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왜저

잎가모양ㅣ2~3개 큰톱니

잎의특색ㅣ3출엽, 잎 앞면 털 및 

뚜렷하지 않은 맥, 잎 뒷면 뚜렷

한 맥상에 억센털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연노랑색   

꽃 특 색ㅣ잡성주, 꽃 3개가 

달리는 편평꽃차례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시과, 뾰족한 털 밀생, 

날개 예/둔각

내공해성ㅣ중간

비 고ㅣ수피가 조각처럼 떨어짐, 심근성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가지에 붉은 빛이 

돌며 피목은 백색

조경가치 및 용도ㅣ붉은색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기조식재, 녹음식

재, 악센트식재, 유도식재에 적합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과ㅣElaeagnus umbellata Thunb.

원 산 지ㅣ한국, 일본, 중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3~5m

질   감ㅣ따가움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타원형, 긴타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잎 뒷면에 은빛 반점

이 있음

비 고ㅣ식용 및 밀원식물로 좋다.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흰색   

꽃 특 색ㅣ잎겨드랑이에 1~7

개가 우산모양꽃차례로 달리고 

향기가 있다.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붉은색

열매특색ㅣ은백색 인모로 덮여

있다.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중간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회흑갈색이고 가지에 

가시가 있다.

조경가치 및 용도ㅣ경계식재, 차

폐식재, 주연부식재, 악센트식재

사철나무 노박덩굴과ㅣEuonymus japonicus Thunb.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활엽상록관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3~5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도란형

잎끝모양ㅣ예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천열

잎의특색ㅣ대생, 표면 짙은 녹색

과 윤채, 뒷면 황록색 

비 고ㅣ천근성

개화시기ㅣ6월   

꽃   색ㅣ연노랑색   

꽃 특 색ㅣ취산꽃차례, 양성꽃, 

꽃잎 4장   

결실시기ㅣ8월

열 매 색ㅣ주황색

열매특색ㅣ삭과, 구형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흑갈색으로 얕게 트듯

이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사철 푸른 잎

과 주황색 열매의 대비가 아름다

우며 경계식재, 차폐식재, 악센트

식재, 가로수식재, 군식재로 적합

산딸나무 층층나무과ㅣCornus kousa Buerger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10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백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없거나 파상

잎의특색ㅣ측맥은 활처럼 굽어지

며 잎의 뒷면은 회녹색으로 복모

가 밀생함

개화시기ㅣ6~7월   

꽃   색ㅣ백색   

꽃 특 색ㅣ꽃마다 4개의 

흰총포 발달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적색

열매특색ㅣ구형복과로 

딸기모양의 진홍색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가지가 수평으로 넓게 

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악센트식재, 

주연부식재, 유도식재, 경계식재, 

가로수식재, 군식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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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철쭉 진달래과ㅣ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M.Sugim. ex T.Yamaz.

원 산 지ㅣ한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1~2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피침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설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호생, 길이는 3~8cm, 

거치가 없음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연한 홍자색   

꽃 특 색ㅣ가지 끝에 2~3개씩 

모아남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삭과, 8~10mm정도

의 털이 있음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비 고ㅣ소나무숲에 심으면 쇠약해짐. 천근성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소지에 갈색 털이 

있음

조경가치 및 용도ㅣ생장이 양호

하고 공해와 전정에 강하며 도심

이나 공단지역에 악센트식재, 주

연부식재, 군식재에 적합하다.

산수유 층층나무과ㅣ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활엽아교목   

수   형ㅣ우산형   

수   고ㅣ5~10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장타원형

잎끝모양ㅣ긴점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대생, 뒷면에 갈색털

개화시기ㅣ3월   

꽃   색ㅣ노란색   

꽃 특 색ㅣ3월에 잎보다 

먼저 핌, 우산모양꽃차례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홍색

열매특색ㅣ핵과, 타원형이며 

길이는 1.5~2cm

내공해성ㅣ약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갈색으로 길게 벗겨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잎보다 먼저 

피는 황색의 꽃이 아름답고 가을

에 붉게 익는 열매는 식용뿐만 아

니라 감상가치도 높아 악센트식

재, 유도식재, 군식재에 적합

살구나무 장미과ㅣ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생 육 지ㅣ전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5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약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난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절저,예저

잎가모양ㅣ톱니

잎의특색ㅣ잎과 엽병에 털이 

없다.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담홍색   

꽃 특 색ㅣ1개씩 핌   

결실시기ㅣ7월

열 매 색ㅣ황적색

열매특색ㅣ처음에는 녹색이었

다가 황색으로 익는다.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약함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코르크질이 발달하지 

않음

조경가치 및 용도ㅣ정원수로 많

이 이용되며, 경계식재용으로 사

용함. 독립수로 식재하면 좋다.

서양측백나무 측백나무과ㅣThuja occidentalis L.

원 산 지ㅣ미국   

성 상ㅣ상록침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20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인편상 난형

잎끝모양ㅣ뾰족함

잎의특색ㅣ잎 표면은 녹색, 

잎 뒷면은 황록색임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황갈색   

꽃 특 색ㅣ암수한그루, 

전년생 가지 끝에 꽃 달림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황갈색

열매특색ㅣ구과, 난형, 

길이 8~12mm

내공해성ㅣ보통

내 음 성ㅣ약함

비 고ㅣ측백나무에 비해 수평으로 퍼짐, 심근성

내 한 성ㅣ보통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가지가 짧으며 수평으

로 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원추형의 아

름다운 수형미와 섬세한 지엽으

로 차폐식재, 생울타리로 적합. 

또한 군식을 통한 악센트식재나 

유도식재, 기조식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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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소나무과ㅣ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상록침엽교목   

수   형ㅣ우산형   

수   고ㅣ20∼35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적갈색

맹 아 력ㅣ보통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바늘형

잎끝모양ㅣ뾰족함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2개씩 나온다.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황갈색   

꽃 특 색ㅣ수꽃이 새 가지 끝에

서 나옴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난형 또는 타원형

내공해성ㅣ보통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수피 붉은색

조경가치 및 용도ㅣ기조식재, 악

센트식재, 가로수식재, 군식식재

섬잣나무 소나무과ㅣPinus parviflora Siebold & Zucc.

원 산 지ㅣ일본, 울릉도   

성 상ㅣ상록침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10m 내외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암회색

맹 아 력ㅣ보통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바늘모양

잎끝모양ㅣ뾰족함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바늘형으로 5개씩 모

여난다. 양면에 4줄의 흰색 숨구

멍줄이 있다.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홍자색   

꽃 특 색ㅣ타원형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난상 타원형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적윤

가지, 줄기ㅣ대개 곧추 자람

조경가치 및 용도ㅣ울릉도 자생

종은 경관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하나 차폐 및 완충식재로 

잠재력이 있으며, 작은 공간의 악

센트식재나 유도식재 등으로 널

리 식재

수수꽃다리 물푸레나무과ㅣSyringa oblata var. dilatata (Nakai) Rehder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성 상ㅣ낙엽활엽아교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3~5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난형

잎끝모양ㅣ예두, 점첨두

잎밑모양ㅣ심장저, 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대생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연보라색   

꽃 특 색ㅣ화축에 털, 꽃받침이 

4개로 갈라짐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삭과, 길이 9~15mm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보통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회갈색으로 나선형

으로 비틀림

조경가치 및 용도ㅣ꽃이 아름답

고 향기도 좋으며 각종 공해에 내

성이 강함. 악센트식재, 군식재, 

유도식재 등에 적합

비 고ㅣ천근성

왕벚나무 장미과ㅣPrunus yedoensis Matsum.

원 산 지ㅣ한국

(제주도, 전남 해남)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10~15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약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넓은타원

잎끝모양ㅣ첨점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겹톱니

잎의특색ㅣ호생, 6~12cm의 길

이의 털이 잎 뒷면 맥 위와 잎자

루에 있다.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흰홍색   

꽃 특 색ㅣ잎보다 먼저 피고 

우산모양꽃차례  

결실시기ㅣ6~7월

열 매 색ㅣ흑색

열매특색ㅣ둥글며 지름 7~8mm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약함

비 고ㅣ겹벚꽃나무에는 분홍색꽃이 핀다.

내 한 성ㅣ약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평활하며 암회색, 

회갈색이다.

조경가치 및 용도ㅣ기조식재, 악

센트식재, 녹음식재, 가로수 식재

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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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팝나무 물푸레나무과ㅣ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대만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정형  

수   고ㅣ15~20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잿빛 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대생, 표면 주맥 밑 부

분에 연한 갈색털이 있다.

개화시기ㅣ5~6월   

꽃   색ㅣ흰색   

꽃 특 색ㅣ새가지 끝에 원뿔 

모양   

결실시기ㅣ10~11월

열 매 색ㅣ검보라

열매특색ㅣ타원, 핵과 길이 

1.2~1.5cm

내공해성ㅣ강함

비 고ㅣ긴잎이팝나무는 이팝나무에 비해 잎이 더 좁고 긴 피침형이다.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세로로 얕게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화려한 흰색

꽃을 피우고 넓은 수관을 형성하

기 때문에 악센트식재, 녹음식재, 

가로수식재에 이용

은행나무 은행나무과ㅣGinkgo biloba L.

원 산 지ㅣ중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20~30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부채꼴모양

잎끝모양ㅣ평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부채모양

개화시기ㅣ4~5월   

꽃   색ㅣ황녹색   

꽃 특 색ㅣ수꽃은 1~5개의 

꼬리모양꽃차례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황색

열매특색ㅣ황색종의로 싸인 핵과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줄기는 회갈색, 

수피는 갈라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가을철의 아

름다운 황색 단풍 경관과 원추형 

수형, 악센트식재, 가로수 등으로 

널리 식재

자작나무 자작나무과ㅣ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 Hara

원 산 지ㅣ한국, 중국 동북부, 

러시아 아무르,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20m 내외

질   감ㅣ벗겨짐

수 피 색ㅣ백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치아상 단거치

잎의특색ㅣ뒷면에는 지점과 더불

어 맥 겨드랑이에 털이 있다.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황갈색  

꽃 특 색ㅣ암꽃은 위로, 수꽃은 

아래로 늘어짐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황갈색

열매특색ㅣ열매의 날개는 열매의 

너비보다 넓음

내공해성ㅣ보통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곧추 자라나 가지가

처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백색이고 종

이처럼 벗겨지는 아름다운 수피

와 가을철의 황색 단풍이 아름다

우며, 악센트식재, 유도식재, 차폐

식재, 완충식재, 녹음수로도 적합

일본매자나무 매자나무과ㅣBerberis thunbergii DC.

생 육 지ㅣ전국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1~2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적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도란형

잎끝모양ㅣ둔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소지는 능선이 패이고 

잎은 혁질이며 뒷면에 주름이 많음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황색   

꽃 특 색ㅣ총상꽃차례에 달린다.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적색

열매특색ㅣ장과, 구형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줄기에 가시가 있음

조경가치 및 용도ㅣ학교원, 정원

에 쓰이며, 생울타리와 차폐용으

로 사용됨. 단식, 열식, 군식으로 

식재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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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장미과ㅣRosa centifolia L.

생 육 지ㅣ전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1~2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녹갈색

맹 아 력ㅣ보통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호생

잎끝모양ㅣ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톱니

잎의특색ㅣ우상복엽이고 광택이 

있음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백색, 적색 등   

꽃 특 색ㅣ편평꽃차례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황색, 붉은색

열매특색ㅣ장미과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비 고ㅣ종류에 따라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줄기에 가시가 많음

조경가치 및 용도ㅣ화단, 학교원, 

담장 등에 차폐, 기초식재 등을 

위해 군식, 열식함 

조팝나무 장미과ㅣSpiraea prunifolia var. simpliciflora Nakai

원 산 지ㅣ한국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1.5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밤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호생, 양면에 털이 

없다.

개화시기ㅣ4~5월   

꽃   색ㅣ흰색   

꽃 특 색ㅣ우산모양꽃차례, 

측아는 모두 꽃이 됨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녹색

열매특색ㅣ골돌

내공해성ㅣ약함

비 고ㅣ꽃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인 것처럼 보여서 조팝나무라고 함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능선이 있고 윤채가 남

조경가치 및 용도ㅣ잎보다 먼저 

피는 흰 꽃이 아름다우며 경계식

재 주연부식재에 적합

전나무 소나무과ㅣAbies holophylla Maxim.

원 산 지ㅣ한국, 만주   

성 상ㅣ상록침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20~40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약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선형

잎끝모양ㅣ예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뒷면에 백색기공조선

이 있음

비 고ㅣ고온에 약하여 도심에서 양호하지 못함. 천근성. 젓나무로 불림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갈색   

꽃 특 색ㅣ암수한그루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원통형, 성숙하면 

실편이 떨어짐

내공해성ㅣ약함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흑갈색, 거침

조경가치 및 용도ㅣ원추형의 수

형이 아름다워 독립수나 군식하

며 악센트식재, 녹음수, 기조식재

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

좀작살나무 마편초과ㅣ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원 산 지ㅣ한국, 일본, 중국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원개형   

수   고ㅣ1.5~2.0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적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도란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대생, 뒷면은 연한 녹

색의 선점

개화시기ㅣ8월   

꽃   색ㅣ연한 보라  

꽃 특 색ㅣ10~20개씩 

잎겨드랑이에 생김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자주색

열매특색ㅣ둥금, 핵과

내공해성ㅣ보통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소지가 네모지고 성모

조경가치 및 용도ㅣ도시공원에서

는 열매가 야생조류의 유치에 큰 

도움이 되며 악센트 식재, 주연부

식재, 경계식재용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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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주목과ㅣ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원 산 지ㅣ한국, 일본, 만주   

성 상ㅣ상록침엽교목   

수   형ㅣ원추형  

수   고ㅣ17~20m

질   감ㅣ섬세함

수 피 색ㅣ적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선형

잎끝모양ㅣ미철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길이는 1.5~2.5cm, 

뒷면에 연녹색의 기공조선이 있음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수꽃은 갈색, 

암꽃은 녹색   

꽃 특 색ㅣ암수한그루, 홑꽃차례  

결실시기ㅣ8월

열 매 색ㅣ적색

열매특색ㅣ육질의 종의는 

종자의 일부만 둘러쌈

내공해성ㅣ보통

내 음 성ㅣ강함

비 고ㅣ열매에 독성이 있음. 식재기반의 양호한 배수체계 요구. 심근성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수피가 얇게 띠모양

으로 벗겨짐

조경가치 및 용도ㅣ질감이 아름

다워 토피아리로 많이 이용하며, 

경계식재, 차폐식재, 군식재, 악

센트식재로 적합 

진달래 진달래과ㅣ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2~3m

질   감ㅣ부드러움

수 피 색ㅣ연한 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긴타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천열

잎의특색ㅣ낙엽성, 꽃보다 

늦게 핌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홍색   

꽃 특 색ㅣ양성꽃, 3~6개로 

정생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갈색

열매특색ㅣ삭과, 짧은기둥모양

내공해성ㅣ보통

비 고ㅣ천근성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소지는 연한 갈색, 

인편이 있음

조경가치 및 용도ㅣ소나무숲 하

층에 악센트식재 또는 군식재, 주

연부식재에 적합

쥐똥나무 물푸레나무과ㅣ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ii & Zucc.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3m 내외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긴 타원형

잎끝모양ㅣ둔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뒷면 맥 위에 털이 

있다.

개화시기ㅣ5~6월   

꽃   색ㅣ흰색   

꽃 특 색ㅣ갈라진 조각은 

삼각형이고 끝이 뾰족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검정색

열매특색ㅣ다 익은 열매가 

쥐똥처럼 생김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갈색으로 피목이 발달

조경가치 및 용도ㅣ5~6월에 피

는 백색 꽃과 가을에 달리는 검정

색 열매가 아름다움. 경계식재, 

차폐식재, 완충식재, 가로식재에 

이용

칠엽수 칠엽수과ㅣAesculus turbinata Blume

원 산 지ㅣ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우산형   

수   고ㅣ20~30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갈색

맹 아 력ㅣ약함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긴 도란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설저

잎가모양ㅣ겹톱니

잎의특색ㅣ보통 소엽이 7개임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흰색  

꽃 특 색ㅣ원추꽃차례, 

붉은 반점, 흰색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노란색

열매특색ㅣ구형, 3개로 

갈라지고 도원추형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중간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약함

가지, 줄기ㅣ녹갈색의 털이 없는

가지

조경가치 및 용도ㅣ흰색 꽃과 열

매가 감상가치가 높아 가로수식

재, 군식재, 기조식재, 악센트식

재, 녹음식재, 유도식재 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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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나무 목련과ㅣLiriodendron tulipifera L.

원 산 지ㅣ한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교목   

수   형ㅣ타원형  

수   고ㅣ20∼30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보통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튤립모양

잎끝모양ㅣ절두

잎밑모양ㅣ둔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대형의 탁엽이 있고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듬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노란색   

꽃 특 색ㅣ양성꽃, 향기가 

있고 꽃잎이 6개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노란색

열매특색ㅣ종자는 익으면 

터져나옴

비 고ㅣ튤립나무라고 불림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줄기 회백색

조경가치 및 용도ㅣ가로수식재,

군식식재

화살나무 노박덩굴과ㅣ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원 산 지ㅣ한국, 중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2~3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회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잎 표면은 털이 거의 

없거나 잔털이 있고, 잎 뒷면은 

털이 없음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연녹색   

꽃 특 색ㅣ크기는 매우 작으며, 

액생. 취산꽃차례   

결실시기ㅣ10월

열 매 색ㅣ홍색

열매특색ㅣ삭과, 구형, 종자는 

종의로 싸여있음

내공해성ㅣ강함

비 고ㅣ단풍이 매우 아름다움. 천근성

내 음 성ㅣ강함

내 한 성ㅣ보통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보통

가지, 줄기ㅣ회색, 피목이 발달, 

코르크질 날개

조경가치 및 용도ㅣ줄기에 날개가 

있는 것이 독특하며, 관상가치가 뛰

어나 악센트 식재, 군식재로 적합

피라칸다 장미과ㅣPyracantha angustifolia Schneider

생 육 지ㅣ전북 경북 이남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3m

질   감ㅣ거침

수 피 색ㅣ흑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보통

잎 모 양ㅣ호생, 타원형

잎끝모양ㅣ둔두

잎밑모양ㅣ설저

잎가모양ㅣ잔톱니

잎의특색ㅣ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짧은 가지는 가시로 변한다.

개화시기ㅣ6월   

꽃   색ㅣ백색   

꽃 특 색ㅣ복산방꽃차례, 꽃자루

와 꽃받침에 백색 융모가 있다.   

결실시기ㅣ9~12월

열 매 색ㅣ적색, 동황색

열매특색ㅣ편평한 구형

내공해성ㅣ중간

내 음 성ㅣ중간

내 한 성ㅣ중간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가시가 있다.

조경가치 및 용도ㅣ공원수로 차

폐용, 울타리용으로 적합하며, 

열식, 군식, 단식하면 좋다.

황매화 장미과ㅣKerria japonica (L.) DC.

원 산 지ㅣ중국, 일본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1~2m

질   감ㅣ수피가 매끈함

수 피 색ㅣ녹색,갈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점첨두

잎밑모양ㅣ원저

잎가모양ㅣ겹톱니

잎의특색ㅣ호생, 표면은 털이 

없음

비 고ㅣ천근성. 꽃이 겹으로 피는 것을 죽단화라 부른다.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황색  

꽃 특 색ㅣ갖춘꽃으로 측지 

끝에서 잎과 같이 핌   

결실시기ㅣ9월

열 매 색ㅣ흑갈색

열매특색ㅣ수과, 꽃받침 안에 

5개씩 달림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강함 

죽단화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보통

가지, 줄기ㅣ가지 녹색 또는 갈색,

수피가 매끈함

조경가치 및 용도ㅣ4~5월에 피

는 황색꽃과 대나무같은 녹색 줄

기가 아름다워 악센트식재, 주연

부식재, 경계식재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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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양목 회양목과ㅣ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원 산 지ㅣ한국, 일본   

성 상ㅣ활엽상록관목   

수   형ㅣ구형  

수   고ㅣ3~7m

질   감ㅣ혁질

수 피 색ㅣ회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느림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둔두

잎밑모양ㅣ둔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길이 12~17mm, 표

면녹색, 주맥 하반부 털, 가장자

리 뒤로 젖혀짐

개화시기ㅣ4월   

꽃   색ㅣ담황색   

꽃 특 색ㅣ정생 또는 

액생하는 양성꽃  

결실시기ㅣ6월

열 매 색ㅣ녹색

열매특색ㅣ삭과로 길이는 

1cm 내외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비 고ㅣ햇빛이 잘드는 산지에서 자라나, 척박한 곳에서도 잘자람, 심근성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용이

내 건 성ㅣ강함

가지, 줄기ㅣ녹색으로 네모 지고 

털이 있음

조경가치 및 용도ㅣ추위와 공해

에 강하고, 전정에 강하여 토피아

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관목으로 

양묘하여 경계식재, 지피식재, 군

식재에 적합하다. 

흰말채나무 층층나무과ㅣCornus alba L.

원 산 지ㅣ한국(북한), 시베리아  

성 상ㅣ낙엽활엽관목   

수   형ㅣ부채꼴형  

수   고ㅣ3m

질   감ㅣ보통

수 피 색ㅣ붉은색

맹 아 력ㅣ강함

성장속도ㅣ아주 빠름

잎 모 양ㅣ타원형

잎끝모양ㅣ예두

잎밑모양ㅣ예저

잎가모양ㅣ전연

잎의특색ㅣ대생, 길이 5~10cm, 

표면에 작은 털, 뒷면은 흰색

비 고ㅣ겨울에 가지의 관상가치가 높음, 천근성

개화시기ㅣ5월   

꽃   색ㅣ흰색   

꽃 특 색ㅣ가지 끝에 달리는 

기산꽃차례   

결실시기ㅣ8월

열 매 색ㅣ흰색

열매특색ㅣ핵과, 타원형

내공해성ㅣ강함

내 음 성ㅣ약함

내 한 성ㅣ강함

이식용이성ㅣ보통

내 건 성ㅣ중간

가지, 줄기ㅣ가지가 붉은색

조경가치 및 용도ㅣ붉은 줄기가 

아름답고 열매는 희며 지엽이 치

밀하고 전정에 강해 경계식재, 주

연부식재, 악센트식재, 가로수식

재에 적합

급첨두(急尖頭,mucronate): 잎 끝에 가시나 털이 달린 것처럼 급히 뾰족한 모양.

둔두(鈍頭,obtuse): 잎 끝이 둔한 모양.

둔한톱니(鈍鋸齒,crenate): 잎 가장자리가 둥근 톱니 모양인 것.

심장저(心臟底,cordate): 잎 밑이 심장 모양인 것.

예두(=첨두 銳頭,acute): 잎끝이 짧고 뾰족한 모양. 

예저(銳底,acute): 잎 밑이 짧게 좁아지면서 뾰족한 모양.

요두(凹頭,emarginate): 잎 끝이 오목하게 파진모양.

원두(圓頭,rounded): 둔두의 일종으로, 잎 끝이 둥근 모양.

원저(圓底,rounded): 잎 밑의 기부가 둥근 모양.

전연(全緣,entire): 잎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거나 톱니나 가시 등이 없고 매끄러운 모양.

절저(截底,truncate leaf base): 잎 밑이나 잎 끝이 잘린 것같이 평평한 모양.

점첨두(漸尖頭,acuminate): 점차 뾰족해져 잎끝이 약간 길어진 것.

천열(淺裂,lobed): 잎 가장자리부터 주맥까지 4/1이하로 얕게 갈라진 것.

톱니(鋸齒,serrate): 잎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잘게 갈라지며, 모두 잎 끝을 향하고 있다.

절두(평두, 平頭,truncate): 잎 끝이 주맥과 직각으로 편평한 모양.

원형(원모양, 圓形,orbicular): 잎의 윤곽이 원형이거나 거의 원형인 것.

설저(쐐기모양, 楔底,cuneate): 잎 밑이 쐐기 모양으로 기부를 향해 점점 좁아져 뾰족하게 생긴 모양.

겹톱니(중거치, 重鋸齒,biserrate): 잎 가장자리의 큰 톱니 안에 작은 톱니가 있는 것.

왜저(의저, 歪底,oblique): 잎 몸의 기부가 좌우대칭이 아닌 일그러진 모양.

용어해설(알기쉽게 정리한 식물용어: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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