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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유바위솔의 분화 재배시 광도, 분용토, 시비 수준에 따른

생육과 품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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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er light intensity, potting media, fertilization level, and shade tolerance were investigated to
develop Orostachys (Korean name, Nungyu bawisol) as a potted ornamental plant. The best plant growth
was shown at 52% shading. Although plant growth decreased at 82% shading, ornamental value maintained
at that shading rate, which indicate that O. ‘Nungyu bawisol’ has high shading tolerance. At over 90% shad-
ing, some of the plants died and showed decolorization and standing erect in leaves, resulting in a big
decrease in ornamental value. Potting medium of decomposed granite (DG) : fertilizer-amended media
(FAM) : river sand (RS) (6 : 2 : 2, v/v/v) showed the best growth in potted O. ‘Nungyu bawisol’. Fresh
weight of shoot part was 16 g in DG : FAM : RS (6 : 2 : 2, v/v/v), which was over 2 folds of those at the
other medium. Drenching of Hyponex solution diluted by 1,000~2,000 folds 1 time per week brought the
highest results in fresh weight, plant width, and runner number. Particularly, fresh weight of shoot part was
13 g higher than that of control (16 g). Leaf color tended to be darkened as concentration of Hyponex solu-
tion increased.

Key words : native plant, optimal fertilization, optimal media, pot cultivation, shading tolerance, succu-
lent plant

서 론

바위솔은 돌나물과(Crassulaceae) 바위솔속(Orostachys)

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총 7종이 분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1987), 남한에는 바위솔

(Orostachys japonicus), 좀바위솔(O. minutes), 둥근바

위솔(O. malacophyllus), 연화바위솔(O. iwarenge) 등

4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Park,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

는 종 외의 종들도 자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분류되

어 있지 않고 호랑이발톱바위솔로 불리고 있는 종류도

있다(Lee 등, 2001). 시중에서 불리고 있는 능유바위

솔도 그 중의 하나로 속명이 Orostachys 또는

Sempervivum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외래도입종

은 Sempervivum으로, 국내 자생종은 Orostacys로 취

급되어야 한다. 능유바위솔은 시중에서 능유, 능견, 또

는 호랑이발톱바위솔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왜냐하면 바위솔 종류들은 종간뿐만 아니라 같은 종

내에서도 지역환경에 따라 엽형, 엽색, 엽내의 붉은 점

과 붉은 테두리가 생기는 등 자생지마다 다양하고 독

특한 형태적 특성과 변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런 변종들이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위솔들은 내건성이 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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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용, 암석원 및 옥상조경의 소재로서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이다. 바위솔들은 강광하에서도 잘 적응

하는 편이나, 실내와 같이 광이 부족한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 실내 조경 식물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과 Yeam, 1988).

능유바위솔은 다른 바위솔과 마찬가지로 폭 넓은 광

도에 적응하기 때문에 옥상녹화에 적합할 뿐 아니라,

광도가 낮은 실내 조경에서도 사용하기 좋고 분에 심

어 실내에서 즐기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능유바위솔을 실내에서 분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

저, 이 식물이 어느 정도의 낮은 광도까지 적응이 되

는지, 그리고 적정 분용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적정

시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바위솔의 생육에 미치는 차광정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Kim 등(2003)의 연구가 있었고, 주년재배를

위한 연구로는 Jeon 등(2006)과 Kang 등(1995, 1996,

1997)의 연구결과가 있다. 바위솔에 적합한 배양토 선

발에 관한 연구는 Kim 등(2000)이 배양토에 따른 바

위솔의 생육과 엽색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

였다. 시비수준에 대해서는 Lee 등(2007b)이 질소량을

증가시키면 생장이 부진할 뿐 아니라 고사 개체수도

많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카리와 인산을 시비하였을

때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바위솔의 생육이 촉진된다고

하였다(Lee 등, 2008). 그러나 아직까지 능유바위솔에

대한 적정 광도나 내음성, 배양토 및 시비 수준 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능유바위솔을 분화로 개발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광도, 분용토, 시

비수준 등이 능유바위솔의 생육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와 재배조건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S 자생식물원’에서 전라남도

진도에서 채취하여 증식한 자생바위솔 어린묘를 구매

하여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구매한 식물은 4월 9일

마사 :유비상토 :모래(6 : 2 : 2, v/v) 배합에 고형비료

(하나로 완효성비료, KG케미칼)를 포트당 0.8g 섞어

직경 11cm 포트에 정식하였다. 관수는 주 1회 두상관

수하였고, 4월 9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110일 동안

교내 온실에서 재배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시설내 온도

와 습도는 온습도 기록계(RHT20, Extech Instruments

Co.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설계는 한 처리당 24 포트씩 공

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적정 광도 및 내음성

본 실험은 차광율 50% 차광망 한겹이 외부에 덮여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 차광처리는 대조구로

는 무차광구(비닐 외부에 50% 차광망 한겹)와 내부에

30% 차광막 한겹, 30% 차광막 2겹, 90% 차광막 1

겹인 실험구를 두었다. 실제광도는 무차광의 차광율은

52 ± 8%, 30% 차광망 1겹은 평균 82.2 ± 3.5%, 30%

차광망 2겹은 평균 90.2 ± 4% 그리고 90% 차광망은

평균 97.1 ± 2.3%의 차광률을 보였다. 광도측정은 광

도계(HD 9021, Delta OHM, Italy)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생육조사는 총 2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6월 16일

조사는 결주율, 초장, 초폭, 엽색을 조사하였고, 8월 2

일 조사는 결주율, 엽수, 초장, 초폭, 1차 분지수, 엽

색,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을 조사하였다. 엽색은 색

차계(CR-4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Japan)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적정 분용토 선발

구매한 능유바위솔을 한 처리당 30 포트씩 총 4처

리구를 수정된 난괴법을 이용하여 배치하였다. 처리용

토는 마사토 :유비상토(8 : 2, v/v), 2) 마사토 :유비상

Fig. 1. Change of temperautre and relative humidity in a
green house during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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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6 : 4, v/v), 유비상토 :모래(2 : 8, v/v), 마사토 :유

비상토 :모래(6 : 2 : 2, v/v) 배합에 고형비료(하나로 완

효성비료, KG케미칼)를 포트당 0.8g 섞어 직경 11cm

포트에 정식하였다.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90

일 동안 교내 온실에서 재배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평

균 광도는 274 ± 43µmol · m−2 · s−1였다. 광도측정은 광

도계(HD 9021, Delta OHM, Italy)를 사용하였다. 평

균온도는 27 ± 6oC, 습도는 70 ± 20%이었다. 생육조사

는 5월 19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생육조사에는 결주율, 초폭, 초장, 엽색을 측정하였

고, 2차 생육조사에는 결주율, 초폭, 초장, 엽색, 분지

수,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을 측정하였다.

4. 적정 시비조건 및 횟수 구명 실험

배합용토를 마사토 :유비상토 :모래(6 : 2 : 2, v/v/v)

의 배합에 고형비료(하나로 완효성비료)를 포트당 0.8g

섞어 직경 11cm 포트에 정식하였다. 한 처리당 30포

트씩 총 5처리를 수정된 난괴법을 이용하여 배치하었

으며, 약 70일간 교내 온실에서 재배하였다. 대조구는

수돗물을 한 포트당 100ml씩 주 1회 처리하였고, 처

리는 하이포넥스 (Hyponex, Japan)를 1000배와 2000

배로 희석하여 한 포트당 100ml씩 각각 주 1회, 2주

1회 처리하였다. 4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하이포

넥스 육묘용(N : P : K, 15 : 30 : 15)을 사용하였고,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하이포넥스 생장용(N : P : K,

20 : 20 : 20)을 처리하였다. 재배기간중 평균온도와 상

대습도는 Fig. 1과 같다. 광도는 337 ± 73µmol · m−2 ·

s−1이었다. 생육조사는 5월 19일과 6월 16일에 걸쳐 2

회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과 측정방법은 상기한 적정

분용토 실험과 동일하게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적정 차광 정도 구명

능유바위솔의 생육적정 광도와 내음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연광을 52~97%로 차광하고 5월부터 3개월간

재배한 후, 생육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Fig. 2, Table

1과 같다. 가장 중요한 생육지표인 지상부 생체중을

Fig. 2. Fresh weight of shoot and root (A) of Orostachys ‘Nungyu bawisol’ grown in soil mixture of 60 : 20 : 20
(DG : FAM : RS, v/v/v) and slow-release granule fertilizer for 12 weeks after commencing shading treatment. The growth
and quality of the pot plants under the different shading rate (B). Values are the means ± SE of 29~30 pots/treatment. Dif-
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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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52% 차광에서 11.5g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차

광율이 높아질수록 생체중이 낮아졌다(Fig. 2A). 82%

차광에서는 생체중이 4g으로 52% 차광의 50% 이하

로 낮아졌고 그 이상의 차광에서는 처리간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지하부 생체중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52% 차광에서 1.8g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상의 차광에서는 1g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90% 이상의 차광에서는 생육이 충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잎이 치밀하지 못하고 위

로 서는 잎이 많았다(Fig. 2B).

재배기간 3개월 후의 생존율을 보면, 82% 차광까지

는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상의 차광율

(90%와 97%)에서는 생존율이 70%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Table 1). 초장과 초폭도 52% 차광에서 가

장 높았으며 그 이상의 차광에서는 낮았는데 처리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엽색에서 차광 정도가 높을

수록 색이 엷어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97% 차광

에서는 특히 엽색이 엷어져 관상가치가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능유바위솔은 82% 정

도의 차광에서는 52% 차광에서보다 생육이 감소하기

는 하지만 고사되거나 도장하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

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내 식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Kim 등(2003)은 차광정도가 바위솔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울산에서 수

집한 둥근바위솔은 70% 차광에서 초장이 가장 양호하

다고 하였고, 울릉도에서 수집한 바위솔도 차광 70%

까지는 대조구(무차광)와 초폭과 엽장에서 차이가 보이

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능유바위솔도

차광율 52%에서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고 82% 차광

하에서도 생육이 급격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수형이 유

지되는 것으로 보아, Kim 등(2003)이 사용한 바위솔

과는 생태적 특징이 매우 유사한 종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적정 분용토 선발

적정 분용토를 선발하기 위해 마사토, 유비상토, 강

모래를 4가지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하고 생육을 조사

한 결과는 Fig. 3와 Table 2와 같다. 지상부 생체중

을 보면, 마사토 :유비상토 :강모래(6 : 2 : 2, v/v/v)에

서 15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마사

토 :유비상토(8 : 2, v/v/v)와 유비상토 :강모래(2 : 8,

v/v/v)구에서 8g 정도로 나타났다(Fig. 3A). 뿌리 생체

중에서도 마사토 :유비상토 :강모래(6 : 2 : 2, v/v/v)에

서 2.5g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용토에서는 1.8g 전

후로 나타났는데, 처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육안으로 보아도 마사토 :유비상토 :강모래(6 : 2 : 2,

v/v/v)에서 식물체가 가장 크고 건강해 보였다(Fig. 3B).

초장과 초폭에서도 생체중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

데, 마사토 :유비상토 :강모래(6 : 2 : 2, v/v/v)에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이 마사토 :유비상토(8 : 2, v/v/v)와

유비상토 :강모래(2 : 8, v/v/v), 그리고 마지막은 마사

토 :유비상토(6 : 4, v/v)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런너의 발생도 마사토 :유비상토 :강모래(6 : 2 : 2,

v/v/v)에서 가장 많았다. 생존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93% 이상으로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엽색의 변화는 육안관찰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색

차계로 조사한 결과 생육이 가장 좋았던 마사토 :유비

상토 :강모래(6 : 2 : 2, v/v/v)에서 녹색이 짙어지는 경

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화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뿌리의

생장을 지배하는 배양토로 그 조성에 따라 분화의 품

Table 1. The effect of shading rate on the growth and quality of potted Orostachys malacophylla (Pall.) Fisch. D.C.

Shading net,
layers

Shading
rate (%)

Survival
ratez (%)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Leaf color (Hunter value)

L* a* b*

Control 52 87.5 y2.50 ay 5.18 a 09.62 c −6.55 a 08.41 b
30% net 1 82 95.8 1.70 b 3.75 b 11.91 b −6.30 a 08.91 b

2 90 62.5 1.81 b 3.58 b 12.15 b −6.35 a 08.83 b
90% net 1 97 68.0 1.82 b 3.73 b 16.05 a −7.72 b 11.48 a

F-test 0.000 0.000 0.000 0.000 0.000
zAfter the shading for 15 weeks, survival rate was calculated from survived pots of 24 pots.
yData shown are means ± SE (n = 17 to 23).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multiple range,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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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생산비가 크게 달라진다. 본 실험 결과, 능유바위

솔은 마사토 :유비상토(6 : 4, v/v)에서 생육이 가장 불

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비상토의 주재료가 피

트모스로 배양토의 통기성을 불량하게 하고 여름고온

기에 근권부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

료되었다. 반면, 유비상토를 20%로 줄이고 강모래를

20% 더 첨가한 마사토 :유비상토 :강모래(6 : 2 : 2,

v/v/v)구에서 생육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강모

래를 첨가함으로써 배수성과 통기성이 증가되고 여름

고온기에 근권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피트모스는 분화생산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Rebeiro 등, 20007), 값이 비싸고 배수성이 불량하여

여름 고온기에 근권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문제를 지

Fig. 3. Fresh weight of shoot and root (A) of Orostachys ‘Nungyu bawisol’ grown in four different soil mixtures and their
photograph (B). Plants were grown under the shading rate of 70% for 12 weeks after transplanting to pots (on 9 April,
2011). Values are the means ± SE of 28~30 pots/treatment.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treatment. Decomposed granite, fertilizer-amended media and river sand are abbreviated to DG, FAM and RS, respec-
tively.

Table 2. The effect of various soil mixture on the growth and quality of potted Orostachys ‘Nungyu bawisol’.

Pot media
(DG : FAM : RSz, v/v/v)

Survival
ratey (%)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No. of
runner

Leaf color, Hunter value 

L* a* b*

80 : 20 : 0 093.3 1.2 bcx 4.0 b 0.1 b 12.12 a −6.05 b 09.28 a
60 : 40 : 0 093.3 1.0 c 3.0 c 0.0 b 11.60 a −4.56 a 07.98 b
0 : 20 : 80 100.0 1.5 ab 4.3 b 0.1 b 12.39 a c−6.32 bc 09.77 a

060 : 20 : 20 096.7 1.6 a 5.6 a 0.8 a 11.34 a −7.26 c 10.08 a

F-test 0.000 0.000 0.004 0.462 0.000 0.000
zDG, decomposed granite; FAM, fertilizer-amended media; RS, river sand.
yAfter 12 weeks in various potting soil mixtures, survival rate was calculated from survived pots of respective 30 pots.
xData shown are means ± SE (n = 28 to 30).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multiple range,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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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기성을 중요시하는 다

육식물의 생육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3. 적정 시비 조건 구명

적정시비량을 알아보기 위해 Hyponex 양액을

1,000배 또는 2,000배액으로 희석하여 주 1회 또는 2

주 1회 관주처리 하였다. 그 결과는 Fig. 4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지상부 생체중에서 농도에 상관

없이 2주에 1회 처리보다 1주에 1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4A). 다음으로 농도에 상관

없이 2주 1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처리구에서

는 생체중이 17g 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Hyponex를 1,000배 또는 2,000배액으로 주 1회 처리

했을 때는 30g으로 무처리구에 비해 2배 정도나 높아

졌다. 그러나 뿌리의 생체중에서는 처리간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초장과 초폭에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었으나 액비를

처리한 모든 구에서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런너 발생수는 대조구와 처리구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생존율도 모든 처리구에서

97% 이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엽색에

서는 액비 농도가 높고 처리횟수가 많을수록 엽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액비농도가 높고 처리횟

수가 많을수록 생육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Lee 등(2007)은 질소 시비량이 바위솔의 생장과

소화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 결과 질소 시비

량이 증가할수록 생육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어, 본 실

험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차

이는 본 연구에서는 비료성분이 거의 없는 마사토나

모래를 주재료로 사용하였고, Lee 등(2007)은 일반토

양에 퇴비를 2 : 1(v/v)로 혼합한 토양을 분용토로 사

용하여 이미 충분한 양분이 있는 상태에서 질소시비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바위솔은 아니

Fig. 4. Fresh weight of shoot and root (A) of Orostachys ‘Nungyu bawisol’ grown with each different fertilization levels and
their photograph (B). Plants were grown in the soil mixture ratio 60 : 20 : 20 (DG : FAM : RS, v/v/v) under the shading rate
of 70% for 12 weeks. Values are the means ± SE of 28~30 pots/treatm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p < 0.1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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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같은 다육식물에 속하는 Sedum sarmentosum은

질소 시비수준을 높여도 생육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보

이지 않았다고 하였다(Lee 등, 2004).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능유바위솔의 생육에 적

합한 광도는 자연광을 50% 정도 차광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내음성도 뛰어나 실내식물로서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정 분용토로는 마사토 :유비

상토 :강모래(6 : 2 : 2, v/v/v)가 가장 적당하며, 시비조

건은 Hyponex 액비를 1,000배로 희석하여 1회/주 시

비하는 것이 생육을 가장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록

능유바위솔을 분화로 재배하고자 할 때, 적정 광도

와 내음성정도, 적정 분용토, 그리고 적정 시비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능유바위솔

은 52% 차광에서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82%

차광까지는 생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상품성은 유지

되어 내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90% 이상

의 차광에서는 고사주가 발생하였으며, 엽색도 탈색되

고 잎이 위로 서는 등 관상가치가 크게 저하되었다.

분용토로는 마사토 :유비상토 :강모래(6 : 2 : 2, v/v/v)

에서 생육이 가장 좋았다. 특히 지상부 생체중의 경우

다른 용토에서는 약 4~8g 범위였으나, 마사토 :유비상

토 :강모래(6 : 2 : 2, v/v/v)에서는 16g으로 2배 이상의

생육량을 보였다. 시비조건은 Hyponex 액비를 1,000~

2,000배액으로 1회/주 처리했을 때, 생체중 및 초폭,

분지수 등에서 가장 좋게 나타났다. 특히 생체중의 경

우 대조구(무처리)가 16g인데 비해 1,000배액 1회/주

와 2,000배액 1회/주 처리에서 약 29g으로 80% 정도

생장량이 증가하였다. 엽색에서는 액비의 농도가 높을

수록 엽색이 짙어지는 경향이 보였다.

주제어 :내음성, 다육식물, 분화재배, 자생식물, 적정시

비, 적정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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