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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연화바위솔 분화재배를 위한 적정 광도, 분용토 및 시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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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er light intensity, shading tolerance, potting media, and fertilization level were investigated to
develop Orostachys iwarenge for. magnus (Korean name, Ullungyeonwhabawisol) as a potted ornamental plant.
The plants were grown under different light intensity (52, 82, 90, and 97% shading). The best growth was
shown at 52% shading, which indicated that the proper light intensity for O. iwarenge for. magnus is less
than 52% of shading. Plant growth decreased severely at 82% shading and leaf color became lighter as the
shading rate increased, which indicated that O. iwarenge for. magnus has no tolerance against low light intensity.
To select a proper potting media, decomposed granite (DG), fertilizer-amended media (FAM), river sand (RS)
were used as potting medium with different ratio of 60:20:20 (DG:FAM:RS, v/v/v), 80:20 (DG:FAM, v/v),
60:40 (DG:FAM, v/v), and 20:80 (FAM:RS, v/v). DG:FAM:RS (60:20:20)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shoot
fresh weight, plant width, and number of runner in potted O. iwarenge for. magnus. Fresh weight of shoot
part was 16 g in DG:FAM:RS (60:20:20), which was about 2 folds of those at the other medium. At the
experiment for selection of proper fertilization level, plants showed a better growth as the concentration of
hyponex solution and application frequency increased. Once drenching 1 week interval of hyponex solution
diluted by 1,000 folds brought the highest results in fresh weight, plant width, and runner number. Particularly,
fresh weight of shoot part was 35 g at once drenching per week of 1,000 folds solution, indicating 84%
improvement comparing with non treatment (19 g).
Additional key words: native plant, shading tolerance, succulent plant

서

언

연화바위솔(O. iwarenge for. magnus Y.N.Lee)로 구분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연화바위솔에 지역명을

바위솔은 돌나물과(Crassulaceae) 바위솔속(Orostachys)

붙여 울릉연화바위솔이라고 명명하였다.

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총 7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바위솔속 식물은 종간뿐만 아니라 같은 종 내에서도 지역

알려져 있으며(Lee, 1987), 남한에는 바위솔(Orostachys

환경에 따라 엽형과 엽색이 다양하고 잎 주위로 붉은 테두

japonicus), 좀바위솔(O. minutes), 둥근바위솔(O. malacophyllus),

리가 생기는 등 자생지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적 특성과

연화바위솔(O. iwarenge) 등 4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변종이 발생한다. 또한 대체적으로 내건성이 강하여 분화용,

알려져 있다(Kim and Park, 2005). 연화바위솔은 제주도 해

암석원 및 옥상조경의 소재로서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식

안가 절벽에서 발견된 바위솔로 연꽃과 모양이 닮았다고 해

물이다. 바위솔들은 강광하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이나, 실내

서 연화바위솔이라고 기록되기 시작했다(Lee, 1996). Lee

와 같이 광이 부족한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 실내 조경

(1996)는 연화바위솔[O. iwarenge (Makino) Hara]과 울릉

식물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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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울릉연화바위솔을 실내용 분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

A

내의 저광도조건에서 적응성 여부와 적정 분용토 및 시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바위솔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는 생육에 미치는 광도의 영향

(Kim et al., 2003), 바위솔의 생장과 개화에 미치는 일장과
유묘 크기의 효과(Jeon et al., 2006; Kang et al., 1995, 1996,

1997), 적정 배양토 선발에 관한 연구(Kim et al., 2000) 등

B

이 있다. 또한 Lee et al.(2007)은 바위솔에 질소시비량을 증
가시키면 생장이 부진할 뿐 아니라 고사 개체수도 많아진다
고 보고하였으며, (Lee et al., 2008)은 가리와 인산을 시비하
였을 때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바위솔의 생육이 촉진된다고
하였다. 연화바위솔(제주도)에 대한 연구로는 Lee and Bang

(1998)이 수행한 일장과 광도에 따른 생장과 개화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울릉연화바위솔에 대한 적정
광도나 내음성 정도, 배양토 및 시비 수준 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릉연화바위솔을 분화로 개발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광도, 분용토, 시비수
준 등이 울릉연화바위솔의 생육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Fig. 1. Line plots showing changes of average daily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during the experimental in plastic houses
with outside shading (A, 30% shading net) and without
shading (B), respectively.

Ital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육조사는 정식일로부터 110일 후인 8월 2일에 고사율,
초장, 초폭, 런너수, 엽색,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을 조사
하였다. 엽색은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Sensing,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와 재배조건

Inc.,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적정 분용토 선발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산유화자생식물원으로부터 울릉연

적정 분용토를 선발할 목적으로 마사토:유비상토(토실,

화바위솔(Orostachys iwarenge for. magnus Y.N.Lee) 어린

신안그로) (80:20, v/v), 마사토:유비상토(60:40, v/v), 유비

묘를 구매하여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관수는 주 1회 두상관

상토:강모래(20:80, v/v), 마사토:유비상토:강모래(60:20:20,

수하였고, 4월 9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110일 동안 교내 비

v/v/v)와 같이 4종류의 배합토를 이용하였다. 정식 전 고형

닐 온실에서 재배하였다. 시설 내 온도와 습도는 온습도 기

비료(하나로 완효성비료, KGz케미칼)를 화분당 0.8g 섞어

록계(RHT20, Extech Instruments Co. USA)를 사용하여 측

직경 11cm 플라스틱 화분에 정식하였다. 한 처리당 35화분

정하였다. 재배기간 중 일일 평균 온도와 상대습도는 Fig.

씩 총 4처리구를 수정된 난괴법을 이용하여 배치하였다. 4

1A와 같다.

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90일 동안 바깥쪽에 차광막이
설치되지 않은 교내 비닐온실에서 재배하였다. 재배기간 동

적정 광도 및 내음성

안 광도계(HD 9021, Delta OHM,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한

본 실험은 차광율 35% 차광막 한 겹이 외부에 덮여있는

평균 광도는 274 ± 43μmol ‧ m-2 ‧ s-1이었으며 일일 평균 온

비닐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 차광처리는 대조구로 무차광

도와 상대습도는 Fig. 1B와 같다. 생육조사는 실험 개시일

구(비닐하우스 외부에 35% 차광막 한 겹)와 내부에 30% 차

로부터 92일 후인 7월 11일에 실시하였다. 고사율, 초폭, 초

광막 한 겹, 30% 차광막 두 겹, 90% 차광막 한 겹인 실험구

장, 엽색, 런너수,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을 측정하였다.

를 각각 24화분씩 두었다. 온실 밖의 광도를 기준하여 실제
측정된 평균 차광율은 무차광은 52%, 30% 차광막 한 겹은

적정 시비조건 및 횟수 구명 실험

82%, 30% 차광막 두 겹은 90% 그리고 90% 차광막 한 겹은

직경 11cm 플라스틱 화분에 분용토로 마사토:유비상토:

97%를 나타냈다. 광도는 광도계(HD 9021, Delta OHM,

강모래 (60:20:20, v/v/v)를 충진하고 식물체를 정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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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당 30화분씩 총 5처리를 수정된 난괴법을 이용하여 배

나의 식물도 살지 못했다. 초장은 처리 간 거의 차이가 보이

치하였으며, 약 70일간 교내 비닐온실에서 재배하였다. 대

지 않았으며, 초폭은 차광율이 높을수록 좁아지는 것으로

조구는 수돗물을 한 화분당 100mL씩 주 1회 처리하였고,

나타났다. Chon et al.(2011)은 능유바위솔(Orostachys ‘Nungyu

시비구는 하이포넥스(Hyponex, Japan)를 1000배와 2000배

bawisol’)의 경우 차광 82%하에서도 생존율이 96%나 되어

로 희석하여 한 화분당 100mL씩 각각 주 1회, 2주 1회 처리

내음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내식물로 개발 가능

하였다. 4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하이포넥스(육묘용,

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울릉연화바위솔은 82% 차광에서 생

N:P:K = 15:30:15)를 사용하였고,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

존율이 50%로 떨어져 내음성이 비교적 약한 종류임을 알

지는 하이포넥스(생장용, N:P:K = 20:20:20)를 처리하였다.

수 있었다.

생육조사는 정식일로부터 70일 후에 실시하였으며, 조사항

Lee and Bang(1998)은 연화바위솔은 반음지 조건에서 생

목과 측정방법은 상기한 적정 광도 및 내음성 실험과 동일

육이 가장 양호하다고 보고하였으나, Kim et al.(2003)은 울

하게 하였다. 재배기간 중 일일 평균 온도와 상대습도는

릉도에서 수집한 연화바위솔은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생육

-2

-1

Fig. 1B와 같다. 일일 평균 광도는 337 ± 73μmol ‧ m ‧ s

이 저하되고 자연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두 보고

이었다.

에서 사용한 연화바위솔이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 주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울릉연화바위솔도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생육이 저하되고 차광율 52%에서는 생육이 양

결과 및 고찰
적정 광도 및 내음성 정도 구명
울릉연화바위솔의 생육 적정광도와 내음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연광을 52-97%로 차광하고 5월부터 3개월간 재배한
후, 생육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Fig. 2와 Table 1에 나타내었
다.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생체중과 런너수였
다. 지상부 생체중은 52% 차광에서 15.1g으로 가장 높았으
나 82% 차광에서는 6g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90% 차광에
서는 3g에 지나지 않아,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울릉연화바위
솔의 생육이 현저하게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A). 이러한 경향은 런너수와 지하부 생체중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났다(Fig. 2). 런너수는 52% 차광에서는 20개였으
나, 82% 차광에서는 7.5개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등,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런너수도 적어졌다(Table 1). 3개월간
재배 후의 생존율을 보면, 52% 차광에서는 65.2%로 가장
높았고 차광율이 높아짐에 따라 생존율이 떨어져 90% 차광
에서는 45.8%이었다. 97% 차광에서는 생존율이 0으로 하

Fig. 2. Fresh weight of shoot and root (A) and pictures (B)
of O. iwarenge for. magnus grown under different shading
conditions for 12 weeks. The plants were grown in pots
supplemented with mixed soils of DG:FAM:RS (60:20:20,
v/v/v).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Table 1. The effects of shading rate on the growth and quality of potted O. iwarenge for. magnus.
Shading
rate
(%)

Shading net
(%, layers)

Survival
z
rate
(%)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y

No. of
runners

Leaf color
(Hunter’s color value)
L*

a*

b*

Control (35%, outside)

52

65.2

5.91 a

6.05 a

20.20 a

18.23 a

-1.58 a

2.50 b

30

1

82

50.0

5.63 a

5.28 b

7.50 b

12.25 b

-3.82 b

3.79 a

2

90

45.8

5.77 a

4.53 b

2.45 c

15.27 ab

-4.14 b

3.63 a

1

97

0.0

-

-

-

-

-

-

90

F-test
0.900
0.001
0.000
0.010
0.000
0.017
z
After the pot plants were grown under different shading rate for 15 weeks, survival rate was calculated from survived pots out
of 24 pots.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multiple range, P = 0.1 (n = 11 t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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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것으로 나타나, Kim et al.(2003)이 사용한 바위솔과

으로 사료된다. 반면, 유비상토를 20%로 줄이고 강모래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이라고 판단되었다.

20% 더 첨가한 마사토:유비상토:강모래(60:20:20)구에서
생육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강모래를 첨가함으로써

적정 분용토 선발

배수성과 통기성이 증가되고 여름 고온기에 근권부 온도가

울릉연화바위솔의 생육에 적합한 적정 분용토를 선발하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 위해 마사토, 유비상토(토실, 신안그로), 강모래를 4가지

피트모스는 분화생산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하고 생육을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고 있기는 하나(Rebeiro et al., 2007), 값이 비싸고 배수성이

Table 2와 같다. 지상부 생체중을 보면, 마사토:유비상토:강

불량하여 여름 고온기에 근권부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문

모래(60:20:20)에서 15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기성을 중요시하

로 마사토:유비상토(80:20)와 유비상토:강모래(20:80)구에

는 다육식물의 생육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

서 8g 정도로 나타났다(Fig. 3A). 이러한 경향은 뿌리 생체

었다. Kim et al.(2000)도 배양토 종류가 바위솔속 식물의

중과 런너수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Fig. 3). 런너수

생육과 엽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피트모스가 함

는 마사토:유비상토:강모래(60:20:20)에서 12.7개로 가장 높

수량이 가장 높았으며, 식물종류에 따라 최적 배양토가 달

았고, 마사토:유비상토(80:20)에서는 8.2개, 유비상토:강모

라지므로 각 식물에 적합한 배양토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래(20:80)구에서 5개 순이었다(Table 2). 마찬가지로 초장과

고 하였다.

초폭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울
릉연화바위솔의 분화생산을 위한 배양토로는 마사토:유비
상토:강모래(60:20:20)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생존율에서는 앞의 결과들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
내었다. 모든 배양토에서 생존율이 45-65% 범위로 낮게 나
타났으며(Table 2), 특히 생장이 가장 좋았던 마사토:유비상
토:강모래(60:20:20)에서 45%로 가장 낮았다. 반면, 물 빠짐
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마사토:유비상토(80:20)에서

64%로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울릉연화바위솔을 위한
토양은 배수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
었다. 엽색의 변화는 육안관찰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색차계로 조사한 결과 마사토:유비상토(80:20)에서 황색이
조금 짙어지는 경향이 보였다.
본 실험 결과 울릉연화바위솔은 마사토:유비상토(60:40)
에서 생육이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비상
토의 주재료가 피트모스로 배양토의 통기성을 불량하게 하
고 여름 고온기에 근권부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었을 것

Fig. 3. Fresh weight of shoot and root (A) and pictures (B) of
O. iwarenge for. magnus grown in pots supplemented with
different soil mixtures for 12 weeks. DG, decomposed granite;
FAM, fertilizer-amended media; RS, river sand.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Table 2. The effect of various soil mixtures on the growth and quality of potted O. iwarenge for. magnus.
Potting medium
z
(DG:FAM:RS , v/v/v)

Survival
y
rate
(%)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x

No. of
runners

Leaf color
(Hunter’s color value)
L*

a*

b*

80:20:0

64.1

3.40 ab

5.15 ab

8.24 b

20.00 a

-4.31 b

4.80 a

60:40:0

55.6

2.85 b

4.64 b

5.30 b

18.47 ab

-3.68 ab

3.64 b

0:20:80

47.4

4.01 a

5.39 ab

4.94 b

15.52 b

-3.39 a

3.21 b

60:20:20

45.7

4.17 a

5.61 a

12.68 a

17.86 ab

-3.56 ab

3.57 b

0.010

0.065

0.000

0.020

F-test
z

0.042

0.000

DG, decomposed granite; FAM, fertilizer-amended media; RS, river sand.
y
After pot plants were grown in various potting medium for 12 weeks, survival rate was calculated from survived pots of 35 pots.
x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multiple range, P = 0.1 (n = 19 to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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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시비 조건 구명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울릉연화바위솔의 생육에 적

적정시비량을 알아보기 위해 하이포넥스 액비를 1,000배

합한 광도는 자연광의 50% 이상은 되어야 하며, 내음성은

또는 2,000배액으로 희석하여 주 1회 또는 2주 1회 관주 처

약한 편으로 실내식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

리한 결과는 Fig. 4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지상부생체중

다. 적정 분용토로는 마사토:유비상토:강모래(60:20:20)가

은 무처리구에서는 19g이었으나, 1,000배로 주 1회 처리했

가장 적당하며, 시비는 액비농도가 높고 처리횟수가 가장

을 때 35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처리구에서는

많은 처리구(하이포넥스 1000배액, 1회/주)에서 생육이 가

26-28g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Fig. 4A). 즉, 액비농도가

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울릉연화바위솔은 비료성분이 많을

높고 처리횟수가 많을수록 생육이 좋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수록 생육이 촉진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

그러나 뿌리의 생체중에서는 지상부 생체중에서 보였던 일

한, 엽색은 재배조건 중 광조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장과 초폭은 처리농도가

것으로 나타났다.

높고 처리횟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1000배액 주 1회 처리구에서 초장은 14cm, 초폭은 7.2c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런너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1000배액 주 1회 처리구에서 21개로 대조구 15
개보다 6개나 많은 수치를 보여주었다(Table 3). 이러한 결
과들로부터 울릉연화바위솔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비료농
도와 처리횟수 범위 안에서는 농도는 높고 처리횟수가 많을
수록 생육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엽색에
서는 처리 간에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Lee et al.(2007)은 질소시비량이 바위솔의 생장과 소화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 결과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
록 생육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어, 본 실험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비료
성분이 거의 없는 마사토나 강모래를 주재료로 사용하였고,

Lee et al.(2007)은 일반토양에 퇴비를 2:1(v/v)로 혼합한 토
양을 분용토로 사용하여 이미 충분한 양분이 있는 상태에서
질소시비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바위솔
은 아니지만 같은 다육식물에 속하는 Sedum sarmentosum
은 질소 시비수준을 높여도 생육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
지 않았다고 하였다(Lee et al., 2004).

Fig. 4. Fresh weight of shoot and root (A) and pictures (B) of
O. iwarenge for. magnus grown under different fertilization
levels. The plants were grown in pots supplemented with mixed
soils of DG:FAM:RS (60:20:20, v/v/v).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Table 3. Effect of fertilization level on the growth and quality of potted O. iwarenge for. magnus.
Nutrient application

Survival
ratez
(%)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No. of
runners

Control (no fertilization)

83.3

12.16 by

4.96 d

1 week

1000

73.3

14.06 a

2000

100.0

1000

73.3

2000

70.0

Interval

2 weeks
F-test

Dilution rate
(fold)

Leaf color
(Hunter’s color value)
L*

a*

b*

15.32 c

18.25 ab

-0.32 a

2.35 a

7.15 a

21.36 a

17.04 ab

-1.35 b

2.17 ab

13.96 a

6.46 b

19.67 ab

16.38 b

-0.80 ab

2.07 ab

13.53 a

6.12 bc

18.50 b

16.83 ab

-1.18 b

2.03 ab

12.58 b

5.91 c

18.19 b

19.12 a

-0.27 a

1.64 b

0.000

0.000

0.000

0.083

0.000

0.033

z

After pot plants were grown in various level of fertilization for 9 weeks, survival rate was calculated from pots survived out of
30 pots.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multiple range, P = 0.1 (n = 21 to 30).
Kor. J. Hort. Sci. Technol. 30(4), August 2012

361

초

록

울릉연화바위솔을 분화로 재배하고자 할 때, 적정 광도와
내음성 정도, 적정 분용토, 그리고 적정 시비조건을 알아보
기 위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정 광도를 알
아보기 위해 광도를 52, 82, 90, 97% 차광을 하고 울릉바위
솔을 재배한 결과, 52% 차광에서 생육이 가장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나 최적 광도는 차광율 52% 이하로 판단되었다. 또
한 82% 차광구부터는 생육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엽색도 엷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울릉연화바위솔은 내음성이 비교적
약한 종류임을 알 수 있었다. 적정 분용토 선발을 위하여 마
사토:유비상토(80:20, v/v), 마사토:유비상토(60:40), 유비상
토:강모래(20:80), 마사토:유비상토:강모래(60:20:20)와 같
이 4종류의 배합토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마사토:유비상토:
강모래(60:20:20)에서 지상부생체중, 초폭, 런너수 등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부 생체중의 경우 다
른 용토에서는 약 5-8g 범위였으나, 마사토:유비상토:강모
래(60:20:20)에서는 16g으로 2배 정도의 생육량을 보였다.
시비조건은 하이포넥스 액비를 1,000배로 희석하여 1회/주
처리했을 때, 생체중 및 초폭, 분지수 등에서 가장 좋게 나타
났다. 특히 생체중의 경우 대조구(무처리)가 19g인데 비해

1,000배액 1회/주 처리에서 약 35g으로 84% 정도 생장량이
증가하였다. 대체적으로 액비농도가 높고 처리횟수가 많을
수록 생육이 양호하였다.
추가 주요어 : 자생식물, 내음성, 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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