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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dum takesimenses among the Korean Native Genus Sedum was selected as evergreen ground covers  during winter 

in the central districts of Korea. In order to obtain basic information for production as a pot flower with good quality, 

the effects of pinching frequencies on growth and flowering of S. takesimense were investigated.

S. takesimense plant height became much shorter and numbers of lateral shoots were increased with increased pinching. 

Shoots of S. takesimense treated with 30% pinching during 2004 and 2005 showed greater length and less number of lateral 

shoots than those with 60% pinching.

Leaves  of  S. takesimense treated with 70% shading showed a dark green color and had a longer shoot length and 

a lower number of shoots than cultivation under full sunlight. Therefore, Korean native S. takesimense will be utilized as 

ground cover treated with 70% shading or under a tree. Therefore, S. takesimense will be promising as ground cover materials 

in the central distri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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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국 자생 돌나물속  섬기린 는 상록성 식물로 부 지방에서 겨울에 노지에서도 월동이 되므로 조경용 소재로 

사용이 가능하 다. 섬기린 를 조경용 소재로 이용하기 해 심에 따른 생장특성을 조사하 다. 

섬기린 의 심작업에 따라 장은 더욱 짧아져 조경용 지피식물로 사용하기 용이했으며, 신 지의 숫자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4년과 2005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30% 심처리를 한 섬기린  처리구의 신 는 60% 심처리를 

한 처리구보다 장은 더욱 길고 생장이 활발하 다.  

노지에서 차 처리를 하지 않은 무처리구보다 70%의 차 처리를 한 섬기린  처리구의 잎의 색은 진녹색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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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길어지고 신 의 수는 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린  종류  한국 자생식물인 섬기린 는 70%의 을 차단하는 장소에도 식재 가능하며, 경기도 수원 

지방에서 실험 결과, 내한성이 강한 편으로 부지방에서도 상록성 조경 지피식물 소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주제어: 심, 월동, 신 길이, 차 , 엽색, 생육상

Ⅰ. 서론

1990년  이후 자생식물의 심이 증가되면서 잔디 주의 

지피식물 이용에서 경 가치와 생태  가치가 있는 야생화 등

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조경 수목의 하층식재로 이용할 

수 있는 지피용 소재가 빈곤하고 한 외래종 사용의 범람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 이용되고 있는 지피식물은 내한성이 약해 겨울

에는 부분 지상부가 고사하고 뿌리만 살아남아 이듬해 에 

새로 발아하여 성장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피효과를 볼 수 없

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이 부지방에서 겨울에도 상록을 유

지하면서 지피효과를 볼 수 있는 종으로는 맥문동, 사철, 

송악, 수호  등이 있으나, 맥문동을 제외하고는 외래종이거나 

좋은 꽃을 볼 수 없어 우리나라 자생식물  상가치가 높은 

상록성 지피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돌나물속(Genus Sedum) 식물은 북반구의 온 부터 난 를 

심으로 리 분포하고 있는 다년생 는 일년생 다육식물로 

내건성  내한성이 강하고 번식이 왕성하여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화단, 분화 등의 화훼 상자원으로 오래 부터 이

용하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기린 의 종류로는 기린 (Sedum kamtschaticum), 

애기기린 (S. middendorffianum), 섬기린 (S. takesimense), 

태백기린 (S. latiovalifolium), 속리기린 (S. zokuriense) 등

이 있다(이계분 등, 2003). 기린 류는 꽃이 아름다워 화훼작물

로서의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의 

식물학 인 연구와 인공배지 종류  토심에 한 연구만 진행

되었고, 이용과 개발 그리고 월동에 한 연구는 매우 단편

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린  종류의 월동실험과 피복률, 

심에 따른 생장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 기린   부지

방에서 겨울에도 상록으로 유지되어 지피용 소재로 사용 가능

한 소재를 선발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겨울에도 상록인 기린  선발

우리나라 자생 기린 와 섬기린 , 애기기린   부지방

에서 겨울에도 상록인 지피용 소재를 선발하기 해 2001년부

터 실시된 자생지 조사에서 기린 , 섬기린 , 애기기린  등

의 자생지를 조사한 후, 기린 와 애기기린  1년생 삽목묘 

500주와 섬기린  1년생 삽목묘 2,000주를 경기도 수원 성균

학교 묘포장에 식재하 다. 조사방법은 생육  생장 특

성을 조사하 으며, 겨울에 노지에서 신  고사율을 각각 조

사하 다.

2. 심시기  심길이에 따른 신  생장

한국 자생 섬기린 의 재배 특성을 조사하기 해 심 시

기  길이의 차이를 통해 겨울동안 지피율  신 생장을 조

사하기 해 비닐하우스에서 생육시킨 삽목 1년생 묘와 노지

에서 월동시킨 삽목 1년생 묘, 그리고 5년생 실생묘를 공시하

여 실시하 다. 실험 방법은 완 임의배치법으로 반복은 100

주씩을 각각 이용하 다. 식재는 30×30cm당 1주씩을 각각 식

재하 다. 심시기는 8월 4일과 20일, 10월 7일 각각 실시하

으며 심길이는 신 의 1/3인 30% 처리와 2/3인 60% 처

리를 각각 실시하 다. 그리고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해 차

처리 재배 시 섬기린 의 엽색의 변화에 해서도 조사하

다.

Ⅲ. 결과  고찰

1. 부지방에서 노지월동 되는 기린  선발

1) 기린  종류별 생육 특성

기린  3종류는 종별 공히 3월 20일경 지상부 생육이 시작되

어 신 가 생장되었으며, 기린 와 애기기린 의 경우 7월 10

일경 신 생장이 정지되었다. 그 후 11월 20일에는 지상부의 

신 가 모두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기린 의 경우 1차 

생장이 7월경 멈춘 다음 다시 2차 생장이 유도되어 2차 신 가 

발생하여 12월까지 생장이 유도되었다. 한 2차 생장이 멈춘 

12월 이후에도 신 의 색이 변하지 않고 상록을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각 종별 생육 특성  개화 특성을 

2003년과 2004년 조사한 결과, 기린 의 신  생장이 가장 활

발하 으며, 애기기린 의 생육이 가장 었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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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ycle of Sedum species

Year Species No. of plants(ea) Sprouting Ending of growth Death of shoot

2003

S. takesimense 2,000 Mar. 20 Dec. 10 New shoot growth

S. middendorffianum  500 Mar. 24 Jul. 10 Nov. 25

S. kamtschaticum  500 Mar. 20 Jul. 10 Nov. 20

2004

S. takesimense 2,000 Mar. 15 Nov. 15 New shoot growth

S. middendorffianum  500 Mar. 20 Jul. 20 Nov. 25

S. kamtschaticum  500 Mar. 16 Jul. 20 Nov. 20

2005

S. takesimense 1,000 Mar. 18 Nov. 20 New shoot growth

S. middendorffianum  500 Mar. 22 Jul. 25 Nov. 20

S. kamtschaticum  500 Mar. 20 Jul. 27 Nov. 22

Table 2. Shoot growth of Sedum species

Year Kinds No. of plants(ea)
Shoot length(cm)

Length of node(cm)
Main shoot Secondary shoot

2004

 S. takesimense 2,000 27.0 5.0 2.0

 S. middendorffianum  500 15.0 - 1.0

 S. kamtschaticum  500 45.0 - 4.5

2005

 S. takesimense 1,000 25.0 10.0 4.0

 S. middendorffianum  500 17.0 - 1.5

 S. kamtschaticum  500 40.0 - 4.0

  

2) 상록성 기린  선발

경기도 수원 지방 노지에서 실험한 결과, 기린 와 애기기린

의 경우 11월 1일 이미 잎의 갈변이 시작되었으며, 12월에는 

지상부가 모두 고사되어 월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섬기린 의 경우 1차 신 지는 12월 고사한 반면 2차 

생장된 신 는 동해를 받지 않고 이듬해 2월까지 월동이 가능

하 으며, 지상부의 신 가 녹색으로 살아있었다(Table 3 참

조).  

따라서 섬기린 가 부지방인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도 이

듬해 2월까지 신 의 녹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지에서

Table 3. Shoot death of in Sedum species from 2004 to 2005 

Kinds

Shoot death(%)

2004 Nov. 1 2004 Dec. 1 2005 Jan. 1 2005 Feb. 1

1st shoot 2nd shoot 1st shoot 2nd shoot 1st shoot 2nd shoot 1st shoot 2nd shoot

S. takesimense 50.00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S. middendorffianum 50.00 - 100.00 - 100.00 - 100.00 -

S. kamtschaticum 50.00 - 100.00 - 100.00 - 100.00 -

상록으로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선발되었다. 

그리고 Table 4는 월별 수원지방의 평균최고기온과 평균최

기온, 평균기온, 최고․최 온도, 평균상 습도(%)와 토양의 

0.5m 깊이의 평균지 온도를 나타낸 표이다. 평균기온은 2005

년 1월이 가장 낮았으며, 평균상 습도와 평균지 온도는 2005

년 2월이 제일 낮았다.

Figure 1은 겨울에도 잎이 상록인 섬기린 의 1년간 생장 모

습을 나타낸 것으로서 2004년 1월과 2월의 이 내린 후에도 

신 가 죽지 않고 상록을 유지하 으며, 4월과 5월 신 가 생

장하여 가장 왕성한 생장을 보 다. 7월에는 섬기린 의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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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nthly meteorological summary in Suwon

Date
Air temperature (℃) Mean relative humidity 

(%)

Mean soil temp.

0.5m (09h) (℃)Mean Max Mean Min. Mean Highest Lowest

2004 Nov. 13.7      3.6  8.4 22.6 -1.5 67.00 12.4

2004 Dec.  6.9 -2.7  1.8 16.1 -10.2 56.00  6.6

2005 Jan.  2.2 -6.6 -2.5  8.7 -11.6 52.00  2.0

2005 Feb.  2.9 -6.0 -1.6 11.2 -12.5 47.00  1.3

Figure 1. Growth of S. takesimense from 2004 to 2005.
자료: 필자 촬

a: 2004. Jan. 20

  
b: 2004. Feb. 26

c: 2004. Apr. 16

  
d: 2004. May. 10

e: 2004. Jul. 20

  
f: 2004. Aug. 10

g: 2004. Oct. 1

  
h: 2005. Jan. 7

가 끝났으며 신  생장이 거의 멈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엽색이 연녹색으로 변하여 10월에는 개화된 신  부 가 고사

하기 시작하여 2차 생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후

2005년 1월에는 역시 2차 생장한 신 가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고 있는 섬기린 의 엽색을 조사하

기 하여 헌터 색도계(Hunter colorimeter)를 이용해 L, a, b

를 조사한 결과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생육이 왕성한 7월에

는 48.13으로 높았으나, 겨울을 지난 이듬해 2월에는 34.97로서 

약간 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red-green을 나타내는 a 값은 시

기가 지남에 따라 약간 어들어 9월과 이듬해 2월에는 록색

이 흐려진 반면, yellow-blue를 나타내는 b값은 오히려 증가하

여 겨울을 지나면서 엽색이 약간 청록색을 띄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상록성 식물의 경우 겨울동안 휴면을 거치면서 

녹색이 약간 퇴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본 실험의 결과와도 일치

하 다(Table 5 참조). 

3) 삽목 1년생 섬기린 의 월동실험

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한 기린 로 선발된 섬기린 의 

월동시험을 해 7월 녹지삽목 번식을 실시하 다. 삽목 1년생 

1,000주를 노지와 비닐하우스 내에서 처리하 다. 하우스 내에 

처리한 섬기린 의 1년생 삽목묘와 노지에 월동한 삽목묘 공히 

이듬해 2월까지 녹색을 유지하 다. 그리고 신  생장량의 평

균을 조사한 결과, 노지에서 생육한 삽목묘는 8.5cm이었고, 비

닐하우스 내의 삽목묘는 노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신 의 

생장량이 12.0cm로 노지 삽목묘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참조). 

Figure 2는 섬기린  1년생 삽목묘를 노지에서 월동시킨 결

Table 5. L, a, and b by Hunter colorimeter of leaf in S. takesi-

mense.

Date

L: Lightness

(0: black, 

100: white)

a: Red-Green  

(+70: red, 

-70: green)

b: Yellow-Blue  

(+80: yellow, 

-80: blue) 

2004 July 20  48.13b*  -7.28b  6.47ab

2004 Sep. 20  41.88ab -4.90a  2.42a

2005 Feb. 10 34.97a -5.04a 11.21b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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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of leaf color in 1-year-old cutting of S. take-

simense from 2004 to 2005

Kinds

No. of 

plants

(ea)

Mean 

Shoot 

length(cm)

Leaf color

2004 

Nov. 20

2004 

Dec. 20

2005 

Jan. 10

2005 

Feb. 1

In the vinyl 

house
1,000 12.0 Green Green Green Green

Field 1,000  8.5 Green Green Green Green

Figure 2. Shoots of 1-year-old cutting of S. takesimense showing 

green color in January 2005.

자료: 필자 촬

과로서  속에서도 신 가 동해를 받지 않고 녹색을 유지하는 

것이 찰되었다. 

2. 심처리에 의한 섬기린 의 생장

1) 심시기  심길이에 따른 신  생장

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한 기린 로 선발된 섬기린  식

재는 30×30cm당 1주씩을 각각 식재하 으나, 심의 방법에서

는 신 의 30%를 심한 처리구와 60% 처리한 구에서는 큰 

차이 없었다. 삽목 후 하우스 내에서 생육한 묘와 노지에서 생

육한 묘를 각각 처리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하우스 내에서 

생육시킨 묘의 2차 신  생육이 노지 생육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시기를 꽃이 피고 난 후 만개기가 지난 8월 4일 심을 

30% 실시한 처리구에서 2차 신  생장이 활발하 으며 피복률 

한 높게 나타났다. 심시기가 10월 7일 처리한 실험구에서

는 신 길이  신 수가 어 피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시기가 빠를수록 2차 신  생육이 활발하여 피복률이 높아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는데 효과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5년생 실생묘의 경우 11월 10일 심을 90% 처리한 구에

서도 신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묘령이 높아 

1년생 묘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심을 하지 않은 조구에서는 오히려 2차 신 가 덜 발생하여 

피복률이 낮아 섬기린 의 경우 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그러나 섬기린 의 경우 30% 심을 실시하 을 때 겨

울동안 1차 신 가 고사되어 지상부를 덮고 있어 고사된 1차 신

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Table 7, Figure 3 참조).

Figure 3. Effects of covering and pinching rate of S. takesimense 

treated on Oct. 7, 2004.

a: 30% pinching                      b: 60% pinching

Table 7. Effects of pinching methods on the shoot growth of S. 

takesimense in 2004

Pinching 

date

Pinching 

method

(%) 

Mean Shoot 

length 

of 2nd 

shoot(cm) 

No. of shoot 

of 2nd 

shoots(ea)  

Green cover

(Ø long×

short)(cm)

1-year-old 

plants 

grown 

in vinyl 

house

Aug. 4
30.00  7.5a*  85a 28×25

60.00 3.5c  89a 27×17

Aug. 20
30.00 5.5b   82ab 26×20

60.00 5.5b  53c 22×19

Oct. 7

30.00 3.5c  76b 21×20

60.00 2.5d  43d 15×14

0.00 3.5c  50c 20×13

1-year-old 

plants 

grown 

in the field

Aug. 4
30.00 6.0a   62bc 26×23

60.00 2.3de  89a 25×25

Aug. 20
30.00 5.0b  54c 20×23

60.00 2.5d  68b 20×19

Oct. 7

30.00 2.5d  33d 14×15

60.00 2.0e  44d 13×11

0.00 3.5c  52c 18×13

5-year-old 

plants 

grown 

in the field

Nov. 4 90.00 3.2c 104 35×34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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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는 노지에서 월동시킨 삽목묘와 온실에서 월동시킨 

섬기린  묘목을 30%, 60% 각각 심을 실시한 후, 피복률을 

조사한 결과로서 30% 심한 처리구에서 피복률이 좋게 나타

났으나, 고사된 신  부분이 드러나는 단 이 조사되었다. 

섬기린  1년생 삽목묘의 식재 후 피복률을 조사하기 해 

묘포장에 식재한 결과, 2003년 1년생 삽목묘를 30cm 간격으로 

식재하 으며, 1년 후 2004년 5월 2년생 묘목은 90% 이상 땅을 

피복하 고, 2005년 5월 7일 3년생 섬기린 의 생장은 100% 

땅을 완 히 피복하 다(Figure 5 참조).

2) 심시기  심길이에 따른 월동시험

섬기린 의 심시기  심길이에 따른 월동시험을 실시

한 것으로 모든 처리구 공히 1차 생장한 신 는 동해를 받아 

고사하 으나, 2차 생장한 신 의 동해율은 거의 보이지 않았

다(Table 8 참조).

정정학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돌나물속에 속하는 큰꿩

의 비름의 경우 심횟수가 많을수록 장이 크게 낮아지면서 

측지의 발생수가 많았다고 하며, 가는기린 의 경우에는 큰 

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비슷한 연구결과로 큰꿩의 비름의 

심처리 후 장이 짧게 되고 분지수가 2.8∼3.3배 증가되었으

며(이희두 등, 2003), 안정호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돌나물

Figure 4. Effects of covering and pinching rate of S. takesimense treated on Aug. 4, 2004.
자료: 필자 촬

A. Overwinter growth of 1-year-old plants grown in the field

a: control

 

b: 30% pinching

 

c: 60% pinching

B. Overwinter growth of 1-year-old plants grown in the vinyl house

a: control

 

b: 30% pinching

 

c: 60% pinching

Figure 5. Green covering of 3 year old cuttings of S. takesimense.
자료: 필자 촬

a: 1-year-old cuttings
 
b: Planting of 1-year-old cuttins in 

2003

c: 2-year-old cuttings in 2004 May 3

 

d: 3-year-old cuttings in 2005 May 7
 

의 가을철 노지 삽목 실험에서는 9월 순 이 에 삽목을 하여 

월동  충분한 생육을 통해 철 신  생장을 한 로젯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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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verwintering of shoots of S. takesimense treated 30% and 60% pinching.

자료: 필자 촬

a: 30% pinching

 

b: 60% pinching

 

c: 60% pinching

Table 8. Effect of pinching methods on the freezing injury of S. 

takesimense in Jan. 2005

Kind of plants
Pinching 

date

Pinching 

method

(%)

Freezing injury 

of 1st shoot 

remained(%)

Freezing injury 

of 2nd 

shoots(%)

1-year-old 

plants grown 

in vinyl house

Aug. 4
30.00  80.00b* 0.00

60.00 80.00b 0.00

Aug. 20
30.00 80.00b 0.00

60.00 90.00a 0.00

Oct. 7
30.00 90.00a 0.00

60.00 90.00a 0.00

Control  0.00 90.00a 0.00

1-year-old 

plants grown 

in the field

Aug. 4
30.00 60.00c 0.00

60.00 80.00b 0.00

Aug. 20
30.00 90.00a 0.00

60.00 80.00b 0.00

Oct. 7
30.00 90.00a 0.00

60.00 90.00a 0.00

Control  0.00 90.00a 0.00

5-year-old 

plants grown 

in the field

Aug. 4
30.00 80.00b 0.00

60.00 90.00a 0.00

Aug. 20
30.00 90.00a 0.00

60.00 90.00a 0.00

Oct. 7
30.00 90.00a 0.00

60.00 90.00a 0.00

Nov. 10 90.00 90.00a 0.00

Control  0.00 90.00a 0.00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rosette)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길이가 길면 장이 짧게 되어 동해율이 낮아지며 분지가 

늘어남에 따라 피복률도 늘어남이 조사되었다(Figure 6 참조).

3) 차 처리 재배 시 섬기린 의 엽색의 변화

Figure 7. Effect of shading on the leaf color of S. takesimense.
자료: 필자 촬

a: 70% shading

 

b: Full sunlight

부지방에서도 상록지피용으로 사용 가능한 섬기린 의 조

경  재배 특성을 조사하기 해 차  시 헌터 색도계(Hunter 

colorimeter)를 이용하여 엽색의 변화를 조사하 다. 70% 차

을 실시한 결과, 2005년 1월 엽색이 녹색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 을 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잎의 가장

자리 부근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섬

기린 를 조경용 지피 소재로 식재할 경우 최 한 50% 이상의 

차 처리한 겨울에도 잎이 녹색으로 유지되어 감상가치가 있

으며, 신  길이 역시 차  재배 시 긴 것으로 나타나 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7 참조). 

기린 는 50% 차 에서 생육이 양호하 고, 차  정도에 

따른 지피도는 차이가 없었다(노희선 등, 1997). 본 연구에서

도 50% 이상의 차 을 실시하여도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부지방에서 조경용 지피소재로서 상록성인 기

린 의 종류를 선발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기린 와 애기기린 , 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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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의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 기린 와 애기기린 의 

경우 11월 20일에는 지상부의 신 가 모두 고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섬기린 의 경우 12월 이후에도 신 의 

색이 변하지 않고 상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섬기린 만이 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한 것으

로 선발되었다.

2. 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한 소재로 선발된 섬기린 의 

삽목 1년생 월동시험 결과, 하우스 내와 노지에 월동한 

삽목묘 처리구에서 이듬해 2월까지 녹색을 유지하 다. 

따라서 상록지피용 소재로 겨울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심처리에 따른 섬기린 의 생장 특성으로, 섬기린 의 

심시기와 신  생장은 8월 4일 심을 30% 실시한 처

리구에서 2차 생장이 활발하 으며, 피복률이 높게 나타

났다. 심처리를 8월 4일 이후에 실시하거나 심을 하

지 않은 처리구에서는 신 길이와 신 수가 어 피복률

이 낮게 되어 조경용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4. 섬기린  1년생 삽목묘의 식재 후 피복률을 조사하기 

해 30cm 간격으로 식재하 으며, 식재 1년 후에는 90% 

이상 피복하 고, 식재 2년 후에는 100% 땅을 완 히 피

복하여 지피용 소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5. 섬기린 의 심시기와 심길이에 따른 월동시험을 한 

결과, 1차 생장한 신 는 동해를 받아 고사하 으나, 2차 

생장한 신 의 동해율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6. 차 을 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는 잎의 가장자리가 갈변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0% 차 을 실시한 결과 1월에

도 엽색이 녹색으로 유지되고 신 의 생장도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섬기린 를 조경용 소재로 식재할 경우에는 

50% 이상의 차 처리에서는 겨울에도 섬기린 의 잎이 

  녹색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 신  

길이 역시 차  재배 시 긴 것으로 나타나 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나물속 식물의 심과 월동과의 계에 한 실험을 통해 

섬기린 는 부지방 겨울에 노지에서도 동해를 받지 않고 잎

이 상록으로 유지되어 이듬해 2월까지 월동이 가능하 으며, 

부지방의 조경 장에서 겨울철에 상록성 지피용 소재의 부

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피 소재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험 상지를 경기도 수원지방으로 한정하 고, 하

우스와 노지로 구분하 으므로 더욱더 다각 인 실험장소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겨울철에 건물의 그림자로 인하여 구

음 지 가 늘어나게 되므로 차 에 따른 생장  조경 상지

에 섬기린  식재 후 피복속도  피복률, 개화상태에 한 연

구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잡 와의 경쟁에 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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