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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풀의 효과적인 육묘를 위한 몇 가지 재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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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풀[Amsonia ellipotica (Thumb.) Roem. & Schult.]은 5월에 백색의 취산꽃차례로 개화하여 관상가

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전국에 자생지가 10곳 미만이며 한국적색목록에 위기종(EN)으로 평가되어 체계

적인 번식 및 재배법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전자원보전 및 신 관상소재로 개발 가능한 정향풀의 

효과적인 육묘법을 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실험재료는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분양받은 종자를 사용하

였으며, 파종용기(72, 105 및 128구 트레이), 파종립수(셀 당 1, 2 및 4립), 토양종류(원예상토 단용 및 중

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3:1 또는 4:1로 혼용), Hyponex[미분(6.5-6-19)] 추비농도(0, 250, 500 및 1000 

mg ‧ L
-1

) 및 차광정도(0, 55 및 75%)를 달리하여 2019년 4월 20일부터 8주 동안 육묘하였다. 연구의 공통

사항으로 종자를 500 mg ‧ L
-1 

GA3에 24시간 침지한 다음 원예상토를 충진한 105구 트레이에 셀 당 1립씩 

파종하였으며, 이후 2, 4주차에 500 mg ‧ L
-1 

Hyponex를 엽면시비하였다. 연구의 결과, 파종용기는 셀 당 

용적량이 많을수록 초장, 경직경, 엽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파종립수에 따

른 생육은 1립 파종 시 가장 우수하였으나, 2립 파종한 묘의 개체 당 생체중이 비교적 양호함에 따라 트레

이 상 풍성한 볼륨감을 나타내었다. 추비처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묘의 생육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

며, 1000 mg ‧ L
-1 
처리구에서 초장, 경직경, 엽수 및 생체중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한편 차광처리 시 차광

정도에 관계없이 경직경, 엽수, 마디수 및 지상부 생체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정향풀은 용

적량이 큰 72구 트레이에 원예상토를 충진한 다음 셀 당 2립씩 파종하여 차광하지 않은 양지에서 

Hyponex 1000 mg ‧ L
-1
로 추비하는 것이 관상목적으로 육묘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배법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신 관상소재, 유묘, 유전자원보전, 육묘법, 파종립수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신 관상식물 (new ornamental crops)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KNA 19-C-53”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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