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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과 :

개량원추리
[ Hemerocallis ]

양지에서 잘 자라고 튼튼하며, 대형의 아름다운 꽃이 봄부터 가을에 걸쳐 차례차례로 핍니다.
비교적 토양을 가리지 않는 편이고 건조에 잘 견디며 노지에서 월동합니다. 번식은 포기나누기로
합니다. 관상용으로 품종개량이 이루어져 다수의 원예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량원추리 앤잭

개량원추리 바카바나

개량원추리 블랙 프린스

개량원추리 온 앤 온

개량원추리 팔든 미

개량원추리 프레리 벨스

Hemerocallis 'Anzac'

Hemerocallis 'Bakabana'

Hemerocallis 'Black Prince'

Hemerocallis 'On and On'

Hemerocallis 'Pardon Me'

Hemerocallis 'Prairie Bells'

양지/반음지 일반지

7월

60-9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45-50cm -40°C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6-7월

90-12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35-45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30-45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60-80cm -40°C

개량원추리 에드 머레이

개량원추리 프란스 할스

개량원추리 해피 리턴즈

개량원추리 퍼플 도로

개량원추리 레드 럼

개량원추리 로지 리턴즈

Hemerocallis 'Ed Murray'

Hemerocallis 'Frans Hals'

Hemerocallis 'Happy Returns'

Hemerocallis 'Purple d'Oro'

Hemerocallis 'Red Rum'

Hemerocallis 'Rosy Returns'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6-7월

60-9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45-60cm -40°C

6-10월

35-45cm -40°C

5-8월

30-45cm -40°C

7-8월

30-45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45-60cm

-40°C

개량원추리 롱필즈 펄

개량원추리 나이트 비콘

개량원추리 나이트 위스퍼스

개량원추리 사우스 시즈

개량원추리 스트로베리 캔디

개량원추리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

Hemerocallis 'Longfields Pearl'

Hemerocallis 'Night Beacon'

Hemerocallis 'Night Whispers'

Hemerocallis 'South Seas'

Hemerocallis 'Strawberry Candy'

Hemerocallis 'Strawberry Fields Forever'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6-9월

45-60cm -40°C

6-8월

60-90cm -28.9°C

6-7월

45-60cm -34.4°C

7-8월

60-90cm -40°C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7-8월

60-65cm

-40°C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6-7월

60-90cm -28.9°C

현삼과 :

꼬리풀

[ Veronica spicata ]

개량원추리 썸머와인

개량원추리 화이트 템테이션

Hemerocallis 'Summer Wine'

Hemerocallis 'White Temptation'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자랍니다. 키가 크게 자라는 식물이어서 화분에 심어서는 꼬리풀의 분위기를
충분히 내기 어려울 것 같지만, 분재 가꾸듯이 하면 식물의 키가 작아집니다.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쓸 수 있습니다.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6-8월 45-60cm -40°C

미나리아재비과 :

겹꿩의다리

[ Anemonella thalictroides ]
겹꽃이 피는 희귀한 품종으로
관상용으로 심습니다.
꿩의 붉고 가는 다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 정도입니다.
물은 일반적인 물주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주시는 것이 좋으며
노지월동은 조금 어렵습니다.

겹꿩의다리 살릭트로이즈

겹꿩의다리 로세아

Hemerocallis 'Thalictroides'

Anemonella thalictroides 'Rosea'

반음지 일반지/수변

반음지 일반지/수변

5월

10-15cm -28.9°C

5월

꽃은 총상꽃차례로서 주머니모양으로 줄기 끝에 핍니다. 씨로 번식하며, 반그늘이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기릅니다. 키우기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건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포기가
작아지고 결국 없어지기도 하므로, 2~3년에 한 번씩 포기를 나누어 자리를 옮겨 주어야 합니다.

[ Dicentra formosa ]

금낭화 럭셔리안트

금낭화 골드 허트

Dicentra formosa 'Bacchanal'

Dicentra formosa 'Luxuriant'

Dicentra spectabilis 'Gold Heart'

일반지

5-6월

30-50cm -34.4°C

반음지

일반지

5월

30-45cm -34.4°C

반음지

일반지

6월

꼬리풀 핑크 마시멜로우

Veronica spicata 'Atomic Red Ray'

Veronica spicata 'Pink Marshmallow'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6-8월 70-9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꼬리풀 써니 보더 블루

꼬리풀 유니크 베이비 핑크

꼬리풀 유니크 베이비 레드

Veronica spicata 'Sunny Border Blue'

Veronica spicata 'Younique Baby Pink'

Veronica spicata 'Younique Baby Red'

양지

금낭화 바카날

반음지/음지

꼬리풀 아토믹 레드 레이

Veronica longifolia 'Schneeriesin'

6-8월

45-60cm -34.4°C

6-9월

40-45cm -34.4℃

10-15cm -28.9°C

현호색과 :

금낭화

꼬리풀 슈네린

60-90cm -34.4°C

일반지 6-9월 45-60cm -34.4°C

꼬리풀 유니크 베이비 화이트
Veronica spicata 'Younique Baby White'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25-30cm -40°C

양지

일반지

6-8월

20-3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25-30cm -40°C

십자화과 :

꽃케일

유럽지역에서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중성, 알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중성, 알칼리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석회를 토양에 첨가하는것이 좋습니다.
종자나 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 Crambe maritima ]

노루오줌 브레멘

노루오줌 도이칠란드

노루오줌 말스

Astilbe japonica 'Bremen'

Astilbe japonica 'Deutschland'

Astilbe japonica 'Mars'

반음지/음지

반음지/음지

반음지/음지

꽃케일 릴리 화이트

꽃케일 오리엔탤리스

꽃케일 모닝 스노우

Crambe maritima 'Lilly White'

Crambe orientalis

Crambe orientalis 'Mornings Snow'

일반지

6-7월

30-45cm

-34.4°C

일반지

5-6월

60-90cm -34.4°C

일반지

6-7월

60-90cm -40°C

백합과 :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60-75cm -28.9°C

양지

일반지

6-7월

60-90cm -28.9°C

양지

일반지

6-7월

40-60cm -28.9°C

니포피아

대부분이 덤불이며 아치에 쓰이고 군생합니다. 햇빛을 좋아하며 그늘에서는 꽃이 적게 필 수 있습니다.
추위에 약한편입니다. 가능한 땅에 심는것이 좋고 화분에서 재배할 경우, 큰화분에 심는것이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며 번식은 이른 봄 싹이 나오기전에 포기나누기로 합니다.

[ Kniphofia ]

미나리아재비과 :

꿩의다리

[ Thalictrum ]

줄기가 아주 가늘고 1m이상 자랍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화단이나
공원에 심기도 합니다.
연한 잎은 봄철에 나물로 데쳐 먹으며,
가을철 뿌리는 해독에 효능 있어
약재로 쓰입니다.

꿩의다리 앤

꿩의다리 휴이츠 더블

Thalictrum 'Anne'

Thalictrum aquilegifolium 'Hewitt's Double'

반음지 일반지/수변

6-8월

180-250cm -28.9°C

반음지

일반지

7-8월

니포피아 알카자르

니포피아 어메이징 파이어

니포피아 어메이징 펀

Kniphofia 'Alcazar'

Kniphofia 'Amazing Fire'

Kniphofia 'Amazing Fun'

120-150cm -28.9°C
양지

일반지

7월

90-120cm -23.3℃

양지

일반지/건조지

7-9월

-

범의귀과 :

노루오줌

[ Astilbe arendsii ]

산골짜기의 냇가나 습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아침 햇살이 잘 드는
반음지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직사광선은 좋지 않으며 물기가
많이 없으면 잎이 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마른 땅에서는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노루오줌 글로리아 퍼퓨레아

노루오줌 스파르탄

니포피아 아이스 퀸

니포피아 유배리아

Astilbe arendsii 'Gloria Purpurea'

Astilbe arendsii 'Spartan'

Kniphofia 'Ice Queen'

Kniphofia 'uvaria'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6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60-90cm -34.4°C

양지

일반지

6-9월

90-120cm

-23.3℃

양지

일반지

7월

60-90cm -23.3°C

-

양지

일반지

7-9월

60-80cm -23.3°C

닭의장풀과 :

미나리아재비과 :

달개비

델피니움

길가나 풀밭, 냇가의 습지에서 잘 자랍니다. 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고 마디가 굵고
마디부분이 흙에 닿으면 마디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오전에 활짝 피고, 오후에는 시듭니다.
식물체 전체에 약이 되는 항산화제 성분이 있고,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Tradescantia andersoniana ]

[ Delphinium ]

길가나 풀밭, 냇가의 습지에서 잘 자랍니다. 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고 마디가 굵고
마디부분이 흙에 닿으면 마디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오전에 활짝 피고, 오후에는 시듭니다.
식물체 전체에 약이 되는 항산화제 성분이 있고,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달개비 바벨

달개비 카에룰레아 플레나

달개비 샤롯데

델피니움 옐로우 펄

델피니움 어건바이드

델피니움 델피스 다이아망트

Tradescantia andersoniana 'Barbel'

Tradescantia andersoniana 'Caerulea Plena'

Tradescantia andersoniana 'Charlotte'

Delphinium belladonna 'Yellow Pearl'

Delphinium elatum 'Augenweide'

Delphinium elatum 'Delphi's Diamant'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6-9월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30-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달개비 굳 럭

달개비 이노센스

달개비 퓨어웰 자이언트

델피니움 델피스 에메랄드

델피니움 델피스 사피어

델피니움 하이랜더 차 차

Tradescantia andersoniana 'Good Luck'

Tradescantia andersoniana 'Innocence'

Tradescantia andersoniana 'Purewell Giant'

Delphinium elatum 'Delphi's Emerald'

Delphinium elatum 'Delphi's Saffier'

Delphinium elatum 'Highlander Cha Cha'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40-5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6-9월 30-45cm -28.9℃

6-9월

50-70cm -34.4℃

40-50cm -28.9℃

6-9월

30-60cm -34.4°C

양지

양지

일반지 5-8월 120-150cm

일반지

6-9월

120-140cm -34.4°C

달개비 루브라

달개비 스위트 케이트

델피니움 통가

Tradescantia andersoniana 'Rubra'

Tradescantia andersoniana 'Sweet Kate'

Delphinium elatum 'Tonga'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6-8월 30-60cm -34.4℃

반음지 일반지 7-9월 45-60cm -34.4°C

양지

일반지

6-8월

-28.9℃

100cm -34.4°C

양지

양지

일반지 6-9월 120-150cm

일반지

6-7월

-28.9℃

120-150cm -34.4°C

양지

양지

일반지 6-9월 120-150cm -40°C

일반지

6-9월

70-100cm

-34.4°C

마디풀과 :

대황

[ Rheum rhabarbarum ]
시베리아가 원산으로 전세계에
분포합니다.
산골짜기의 습지에서 자랍니다.
뿌리는 굵으며 황색입니다.
6~10년생인 뿌리줄기의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을 생약으로 이용하며,
어린잎은 식용합니다.

대황 골리앗

대황 발렌타인

독일붓꽃 체리쉬드

독일붓꽃 크리프스 오브 도버

독일붓꽃 콘스탄트 와테즈

Rheum rhabarbarum 'Goliath'

Rheum rhabarbarum 'Valentine'

Iris germanica 'Cherished'

Iris germanica 'Cliffs of Dover'

Iris germanica 'Constant Wattez'

양지

일반지 6-7월 100-15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7월

60-12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45-60cm -40°C

붓꽃과 :

독일붓꽃
[ Iris germanica ]

유럽원산의 많은 종의 교배로 만들어져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꽃색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향기가 좋아 뜰이나 화단에 많이 심습니다.
배수가 잘되는 염기성의 건조한 곳을 좋아합니다. 굵은 땅속줄기가 있어 구근식물로도 취급됩니다.

독일붓꽃 잉글리쉬 코티지

독일붓꽃 하베스트 오브 메모리즈

독일붓꽃 이모탤러티

Iris germanica 'English Cottage'

Iris germanica 'Harvest of Memories'

Iris germanica 'Immortality'

양지

독일붓꽃 바벨링 브루크

독일붓꽃 베드타임 스토리

독일붓꽃 블레스드 어게인

Iris germanica 'Babbeling Brook'

Iris germanica 'Bedtime Story'

Iris germanica 'Blessed Again'

양지

일반지 5-6월 8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45-60cm -40°C

양지

독일붓꽃 블루 버드 와인

독일붓꽃 블루 리듬

독일붓꽃 버터드 팝콘

Iris germanica 'Blue Bird Wine'

Iris germanica 'Blue Rhythm'

Iris germanica 'Buttered Popcorn'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90-120cm -40°C

양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일반지 5-6월 45-60cm -40°C

독일붓꽃 파티드레스

독일붓꽃 살로니크

독일붓꽃 센래크

Iris germanica 'Party Dress'

Iris germanica 'Salonique'

Iris germanica 'Senlac'

양지

양지

일반지

일반지 5-6월 80-90cm -40°C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독일붓꽃 시바 시바

독일붓꽃 수퍼스티션

독일붓꽃 배너티

매발톱 화이트 발로우

Iris germanica 'Siva Siva'

Iris germanica 'Superstition'

Iris germanica 'Vanity'

Aquilegia vulgaris 'White Barlow'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국화과 :

작약과 :

리아트리스

목단

리아트리스 알바

리아트리스 코볼드

Liatris spicata 'Alba'

Liatris spicata 'Kobold'

양지

일반지 7-9월 45-90cm -34.4℃

양지

일반지

7-9월

45-60cm -40°C

미나리아재비과 :

매발톱

아래로 핀 꽃에서 위로 뻗은 긴 꽃뿔이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지의 비교적 습기가 풍부하고 비옥한 토양에 자랍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종들이 관상용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 Aquilegia vulgaris ]

60-80cm -40°C

모란속 식물로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지역에 분포합니다. 토양은 메마르지 않은 양토(壤土)가 적당합니다.
번식은 실생(實生)·포기나누기·접붙이기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화기에 따라 보통종과 겨울모란으로 나눕니다. 꽃말은 ‘부귀’ 입니다.

[ Paeonia Itoh ]

[ Liatris spicata ]

높이 1.5m 정도 자라는
구근성 숙근초이며 옅은 마른풀의
향을 가집니다. 꽃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핍니다.
햇볕이 잘들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5-7월

목단 바트젤라

목단 보더 참

목단 가든 트레져

Paeonia Itoh 'Bartzella'

Paeonia Itoh 'Border Charm'

Paeonia Itoh 'Garden Treasure'

양지/반음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34.4℃

일반지

5-6월 60-90cm -34.4°C

매발톱 블루 발로우

매발톱 보르도 발로우

매발톱 핑크 발로우

목단 힐러리

목단 쥴리아 로즈

목단 프레리 참

Aquilegia vulgaris 'Blue Barlow'

Aquilegia vulgaris 'Bordeaux Barlow'

Aquilegia vulgaris 'Pink Barlow'

Paeonia Itoh 'Hillary'

Paeonia Itoh 'Julia Rose'

Paeonia Itoh 'Prairy Charm'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5-7월 60-90cm -40°C

양지/반음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75-90cm -34.4°C

양지/반음지

양지/반음지

6월

60-90cm -40°C

일반지

6월

60-90cm

-40°C

일반지

5-6월 60-90cm -34.4°C

일반지

5-6월 60-90cm -34.4°C

현삼과 :

베르가못
[ Monarda ]

꿀풀과 :

특유의 향기와 꽃에서 분비되는 꿀 때문에 밀원용으로 이용되며
Bee Balm이라는 지방명도 있습니다.
생잎을 뜨거운 물에 조금 넣고 5~6분 후에 마시면 허브 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초향
[ Agastache ]

배초향 블루 포츈

배초향 레드 포츈

Agastache hybrid 'Blue Fortune'

Agastache mexicana 'Red Fortune'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60-90cm -28.9°C

베르가못 비 해피

베르가못 비 리브

베르가못 비 트루

Monarda 'Bee Happy'

Monarda 'Bee-Lieve'

Monarda 'Bee-True'

양지

일반지

7-8월

50-60cm

-34.4°C

양지

일반지

6-8월

40-50cm -34.4°C

양지

일반지

6-8월

양지

건조지/일반지 7-9월 60-90cm

배초향은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입니다.
생육환경은 토양의 부엽질이 풍부하고
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자랍니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어린잎은 식용,
꽃을 포함한 지상부는
약용으로 쓰입니다.

-17.8℃

지치과 :

50-60cm -34.4°C

브루네라

[ Brunnera macrophylla ]

브루네라 마크로필라

브루네라 알렉산더스 그레이트

Brunnera macrophylla

Brunnera macrophylla 'Alexander's Great'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베르가못 크랜베리 레이스

베르가못 핑크 레이스

베르가못 퍼플 레이스

Monarda didyma 'Cranberry Lace'

Monarda 'Pink Lace'

Monarda 'Purple Lace'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25-3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30-45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30-45cm -34.4°C

4-6월

30-4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4-5월

촉촉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다른 품종보다 건조함을
잘 견딥니다. 또한 곤충이나 질병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키우기 쉽습니다.
다년생 식물로 작고 맑은 푸른 꽃을
광범위하게 피우며 심장모양의
잎을 갖고 있습니다.

30-45cm -40°C

석죽과 :

비누풀
[ Saponaria ]

비누풀 오사이모이즈

비누풀 로세아 플레나

Saponaria ocymoides

Saponaria officinalis 'Rosea Plena'

베르가못 슈네비첸
Monarda 'Schneewittchen'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60-90cm -34.4°C

양지

일반지 5-6월 15-30cm -40℃

양지

일반지 5-7월 45-60cm -40℃

다른 이름은 사포나리아입니다.
뿌리줄기는 흰색이고 굵으며, 줄기의
길이는 30~90cm입니다.
6월에 줄기 끝에서 연분홍색 또는
흰색의 꽃들이 많이 모여 핍니다.
한국 각지에 분포합니다.

협죽도과 :

꿀풀과 :

빈카

사루비아

[ Vinca minor ]

[ Salvia ]

원산지가 프랑스와 남부유럽,
북아프리카인 도입식물이며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바닥을 덮는 지피식물로 화단에 심어
기르며, 길이는 50~100㎝입니다.
마삭줄처럼 나무의 성질이 강합니다.
줄기나 잎을 자르면 하얀 액이 나옵니다.

고온과 과습에 강하여 여름 화단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여
키우기가 쉽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며 요즘은 극 왜성종이 개발되어
화단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한성이 약해 5℃이하가 되면 생육이
정지되고, 0℃이하에서는 동사합니다.

빈카 알바

빈카 아트로퍼퓨레아

Vinca minor 'Alba'

Vinca minor 'Atropurpurea'

반음지/음지 일반지 6-9월 <1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6-9월 <15cm -40°C

사초과 :

사루비아 블라휴겔

사루비아 랩소디 인 블루

Salvia nemorosa 'Blauhugel'

Salvia pratensis 'Rhapsody in Blue'

양지

일반지 5-6월 40-60cm -26.1℃

양지

일반지 5-6월 50-75cm -34.4℃

돌나물과 :

사초

세덤

열대에서 한대까지, 건조한 바위틈에서 습지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지만 특히 온대지방 이상의
습지에서 자랍니다. 줄기는 세모지며 속이 차 있습니다. 잎은 주로 뿌리에서 돋습니다.
열매는 렌즈형 또는 세모형이고 암술대가 남아 있습니다.

[ Carex morrowii ]

[ Sedum ]

지피식물로 습지나 건조 지역에서도 매우 강하며 경사지에서도 자랍니다.
식물체가 수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아끼고 과습하지 않도록 하며 햇빛을 잘 받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줄기를 잘라서 옆에 심어놓으면 뿌리를 내리므로 번식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초 골드밴드

사초 아이스 댄스

사초 실버 셉터르

세덤 헙스트프루드

세덤 허니 골드

세덤 로즌텔러

Carex morrowii 'Goldband'

Carex morrowii 'Ice Dance'

Carex morrowii 'Silver Sceptre'

Sedum 'Herbstfreude'

Sedum 'Honey Gold'

Sedum spectabile 'Rosenteller'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5월

25-30cm

-28.9°C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4-7월

25-30cm

-28.9°C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5월

30-45cm

-28.9°C

양지

건조지/일반지 9-10월 30-60cm -40°C

양지/반음지 건조지/일반지 7-8월 15-30cm -9.4℃

사초 바리에가타

사초 에버골드

세덤 터치다운 티크

세덤 스타더스트

Carex morrowii 'Variegata'

Carex oshimensis 'Evergold'

Sedum 'Touchdown Teak'

Sedum spectabile 'Stardust'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4-7월

30-45cm

-28.9°C

반음지/음지 일반지

6월

15-30cm

-28.9°C

양지

건조지 8-10월 30-60cm -34.4℃

양지

건조지/일반지 8-10월 45-60cm -40°C

양지

건조지/일반지 8-10월 45-60cm -34.4℃

미나리아재비과 :

승마

[ Actaea simplex ]
꽃은 8-9월에 피며 원줄기 윗부분에
큰 복총상꽃차례가 발달하며 많은 수의
꽃이 촘촘히 달리고 화경이 짧습니다.
작은잎자루가 있으며 밑부분이 얕은
심장저이고 가장자리가 흔히 2-3개로
갈라지며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털이 없습니다.

승마 브루네트

승마 아트로퍼퓨레아

아네모네 로빈소니아나

아네모네 래눈쿨로이즈

아네모네 실베스트리스

Actaea simplex 'Brunette'

Actaea simplex 'Atropurpurea'

Anemone nemorosa 'Robinsoniana'

Anemone 'ranunculoides'

Anemone 'sylvestris'

반음지/음지 일반지 8-9월 90-120cm -40°C

반음지 일반지/수변 8-10월 150-180cm -40°C

반음지 일반지 4-5월 15-30cm -28.9°C

반음지 일반지/수변

양지/반음지 일반지

5월

15-30cm -34.4°C

4월

30-60cm -40℃

국화과 :

아스타

앵초과 :

[ Aster dumosus ]

시클라맨

독특한 지역형이 나타난다. 울릉도 자생의 개체는 개화시기가 10월 중순~11월 중순으로 상대적으로
늦으며 줄기가 굵고 초장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계곡 주변이나 풀밭에 자라며
강건한 식물이라 재배가 용이하여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 습기가 많은 토양 모두 잘 자랍니다.

[ Cyclamen ]

독특한 화형과 겨울동안 실내에서 오래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저온건조한 겨울의
실내환경에서 잘 견디어 겨울분화로 각
광을 받고 있습니다.
생육적온은 20℃ 전, 후로 여름철 고온
기에는 30~50% 정도 차광을 해서 온도
를 내려야 합니다.

시클라맨 헤데리폴리움

시클라맨 펄시쿰

Cyclamen 'hederifolium'

Cyclamen 'persicum'

반음지 일반지 8-9월 15-30cm -28.9°C

반음지 일반지 12-3월 15-25cm -6.7°C

아스타 앨리스 해슬럼

아스타 아폴로

아스타 블루 라군

Aster dumosus 'Alice Haslam'

Aster dumosus 'Apollo'

Aster dumosus 'Blaue Lagune'

양지/반음지 일반지 8-9월

30-60cm

-34.4°C

양지

일반지 8-9월 15-45cm -34.4°C

양지

일반지

8월

15-30cm -34.4°C

미나리아재비과 :

아네모네

[ Anemone ]

지중해 연안 원산이며, 햇볕이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여러 가지 색, 밝은 색채의 꽃은
자못 봄의 꽃이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추식 구근으로 지하에는 분지성의 갈색
괴근이 있습니다.

아네모네 파미나

아네모네 네모로사

Anemone hybrid 'Pamina'

Anemone 'nemorosa'

양지/반음지 일반지

9월

90-120cm -26.1°C

반음지 일반지 4-5월 15-45cm -28.9℃

아스타 카셀

아스타 크리스티나

아스타 레이디 인 블루

Aster dumosus 'Kassel'

Aster dumosus 'Kristina'

Aster dumosus 'Lady in Blue'

양지

일반지

8-10월

30-40cm

-34.4°C

양지

일반지

9-10월

5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9-10월

30cm

-34.4°C

아스타 로젠비흐텔

아스타 스타라이트

아스타 퍼플 돔

양귀비 베이비 키스

양귀비 볼레로

양귀비 본파이어

Aster dumosus 'Rosenwichtel'

Aster dumosus 'Starlight'

Aster novae-angliae 'Purple Dome'

Papaver orientale 'Baby Kiss'

Papaver orientale 'Bolero'

Papaver orientale 'Bonfire'

양지

일반지

8월

15-3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9-10월

30cm

-34.4℃

양지

일반지 8-9월 45-60cm -40℃

양지

일반지 5-6월

40-65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50-75cm -37.2°C

앵초과 :

앵초

[ Primula ]

산과 들의 물가나 풀밭의 습지에서
잘 자랍니다.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토양의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화분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으로 이른 봄
솜털에 덮인 싹이 올라오면 2~3일에 한
번 물을 줍니다. 여름에 햇볕이 강한 곳에
두면잎이 타기 때문에 반그늘에 둡니다.

앵초 덴티큘라타

앵초 프란체스카

Primula denticulata

Primula 'Francesca'

반음지 일반지/수변 4-5월 20-30cm -37.2°C

반음지 일반지/수변 4-5월 20-30cm -34.4°C

양귀비 버닝 허트

양귀비 카니발

양귀비 카지노

Papaver orientale 'Burning Heart'

Papaver orientale 'Carnival'

Papaver orientale 'Casino'

양지

일반지 5-6월 30-6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75-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귀비과 :

양귀비

[ Papaver ]

주요산지는 중부유럽과 남부유럽부터 아시아 온대 지역에 이릅니다. 열대에서 온대에 걸쳐 생육하는 식물이
므로 한국에서는 각지에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지방이 재배상 더 유리합니다. 토질은 배수가 잘
되는 모래 참흙이 가장 좋고, 습기가 너무 많거나 진흙이 많은 곳에서는 생육이 불량합니다.

양귀비 센트럴 파크

양귀비 아이 캐쳐

양귀비 가든 글로리

Papaver orientale 'Central Park'

Papaver orientale 'Eyecatcher'

Papaver orientale 'Garden Glory'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75cm -40℃

양귀비 히말라야푸른양귀비

양귀비 할렘

양귀비 아글라야

Meconopsis betonicifolia

Papaver 'Harlem'

Papaver orientale 'Aglaya'

반음지 일반지/수변 5-6월 80-12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70-75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70-75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30-75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75cm -40°C

양귀비 헬렌 엘리자베스

양귀비 마를린

양귀비 미세스 페리

양귀비 피너클

양귀비 라즈베리 퀸

양귀비 투르큰루이스

Papaver orientale 'Helen Elizabeth'

Papaver orientale 'Marlene'

Papaver orientale 'Mrs Perry'

Papaver orientale 'Pinnacle'

Papaver orientale 'Raspberry Queen'

Papaver orientale 'Turkenlouis'

양지

일반지 5-6월 75-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80cm -40℃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국화과 :

에키네시아
[ Echinacea purpurea ]

양귀비 페티스 플럼

양귀비 페리스 화이트

양귀비 페티코트

Papaver orientale 'Patty's Plum'

Papaver orientale 'Perry's White'

Papaver orientale 'Petticoat'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7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30-75cm -34.4℃

에키네시아 허니듀

에키네시아 핫 파파야

에키네시아 밀크쉐이크

Echinacea purpurea 'Honeydew'

Echinacea purpurea 'Hot Papaya'

Echinacea purpurea 'Milkshake'

양지

양귀비 피코티

양귀비 핑크 펄

양귀비 핑크 러플스

Papaver orientale 'Picotee'

Papaver orientale 'Pink Pearl'

Papaver orientale 'Pink Ruffles'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

양지

일반지

5-6월

30-40cm -40°C

양지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꽃이 크고 화려해 약용보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일반지

5-6월

일반지 7-9월 45-60cm -23.3°C

양지

일반지 7-9월 60-90cm -34.4°C

양지

일반지 7-8월

60-120cm

-28.9°C

30-60cm -40°C

에키네시아 피콜리노

에키네시아 파인애플 선디

에키네시아 썸머 체리

Echinacea purpurea 'Piccolino'

Echinacea purpurea 'Pineapple Sundae'

Echinacea purpurea 'Summer Cherry'

양지

일반지 7-8월 15-30cm -23.3°C

양지

일반지 6-8월 60-90cm -23.3°C

양지

일반지 6-8월 50-70cm

-

에키네시아 스위트 식스틴

옥잠 블루 엄브렐라스

옥잠 브림 컵

옥잠 캐네디언 블루

Echinacea purpurea 'Sweet Sixteen'

Hosta 'Blue Umbrellas'

Hosta 'Brim Cup'

Hosta 'Canadian Blue'

반음지/음지 일반지 6-7월 30-4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60-70cm -40°C

옥잠 캐롤

옥잠화 크리스마스 트리

옥잠 엘 니노

Hosta 'Carol'

Hosta 'Christmas Tree'

Hosta 'El Nino'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35-5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옥잠 퍼스트 프로스트

옥잠 크래그런트 블루

옥잠 프로스티드 딤플스

Hosta 'First Frost'

Hosta 'Fragrant Blue'

Hosta 'Frosted Dimples'

반음지/음지 일반지 6-7월 40-5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25-30cm -45.6°C

양지

일반지 7-9월 30-40cm -34.4°C

반음지/음지 일반지

6월

75-80cm -40°C

백합과 :

옥잠
[ Hosta ]

길가 또는 정원의 낙엽수 아래 조경용으로 많이 재배한다. 추위에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며,
빽빽하게 심어두면 수분보존도 되고 토양유출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옥잠화는 한두 포기 있을 때보다는
무리지어 한꺼번에 핀 꽃이 보기 좋습니다. 조기에 풀을 정리해서 풀이 엉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옥잠 아비쿠아 문빔

옥잠 아메리칸 할로

옥잠 아틀란티스

osta 'Abiqua Moonbeam'

Hosta 'American Halo'

Hosta 'Atlantis'

반음지/음지 일반지

반음지/음지 일반지

7월

30-90cm -40°C

6월

50-5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월

7월

45-7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30-45cm -40°C

55-6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옥잠 어거스트 문

옥잠 빅 대디

옥잠 블루 앤젤

Hosta 'August Moon'

Hosta 'Big Daddy'

Hosta 'Blue Angel'

반음지/음지 일반지 8-9월 45-5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45-7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75-80cm -40°C

8월

30-60cm -40°C

옥잠 프로스티드 제이드

옥잠 골드 스탠다드

옥잠 레이크사이드 스프루스 구스

옥잠 피드몬트 골드

옥잠 피재즈

옥잠 포스트 잇

Hosta 'Frosted Jade'

Hosta 'Golden Standard'

Hosta 'Lakeside Spruce Goose'

Hosta 'Piedmont Gold'

Hosta 'Pizzazz'

Hosta 'Post-It'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75-80cm -37.2°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50-5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25-4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45-7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45-6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25-35cm -40°C

옥잠 러브 팻

옥잠 로열리스트

옥잠 마이뉴트 맨

옥잠 리갈 스플렌더

옥잠 사가에

옥잠 세티스팩션

Hosta 'Love Pat'

Hosta 'Loyalist'

Hosta 'Minuteman'

Hosta 'Regal Splendor'

Hosta 'Sagae'

Hosta 'Satisfaction'

반음지/음지 일반지 6-7월 25-4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60-9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60-9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6-7월 45-7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월

40-4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월

30-45cm -40°C

옥잠 모닝 도브

옥잠 패트리오트

옥잠 폴스 글로리

옥잠 프랑시스 윌리암스

옥잠 스프링 모닝

옥잠 썬 파워

osta 'Mourning Dove'

Hosta 'Patriot'

Hosta 'Paul's Glorie'

Hosta sieboldiana 'Frances Williams'

Hosta 'Spring Morning'

Hosta 'Sun Power'

반음지 일반지 7-8월 30-6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30-60cm -40°C

반음지 일반지 6-7월 60-9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30-4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60-8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8월

30-60cm -40°C

작약과 :

작약

[ Paeonia lactiflora ]

옥잠 톰 슈미드

옥잠 토르티야 췹

옥잠 화이트 피더

Hosta 'Tom Schmid'

Hosta 'Tortilla Chip'

Hosta 'White Feather'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70-9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8월

25-4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6-7월 15-20cm -40°C

작약 알렌산더 플레밍

작약 애벌랜취

작약 바로네스 슈뢰더

Paeonia lactiflora 'Alexander Fleming'

Paeonia lactiflora 'Avalanche'

Paeonia lactiflora 'Baroness Schroder'

양지

옥잠 울버린

옥잠 자운즈

Hosta 'Wolverine'

Hosta 'Zounds'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30-45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 7-8월 50-55cm -40°C

내한성이 강한 여러해살이식물로서 향기가 강한 품종이 많습니다. 꽃은 5~6월에 줄기끝에
1개가 피는데 재배한 것은 지름이 10cm 정도로 크고 아릅답습니다.
토양은 토심이 깊고 물빠짐이 좋은 식양토나 양토로 유기물 함량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6월

65-75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5.6°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31.7℃

작약 불 드 네즈

작약 카타리나 퐁탱

작약 찰스 버제스

Paeonia lactiflora 'Boule de Neige'

Paeonia lactiflora 'Catharina Fontijn'

Paeonia lactiflora 'Charles Burgess'

양지

지치과 :

일반지

일반지

6월

70-90cm -40°C

양지

일반지

6월

80-10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자반풀

[ Omphalodes verna ]
낙엽수림 내의 약간 습관 곳에서 자라
며 숲가장자리에서 잘 자랍니다.
높이 20-40cm이며
전체에 거센 털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꽃이 필 때
스러집니다. 꽃이 진 다음 꽃받침은
자라서 열매를 둘러싸게 됩니다.

자반풀 베르나

자반풀 알바

Omphalodes verna

Omphalodes verna 'Alba'

양지/반음지

-

5-6월

15-20cm

-

반음지/음지

-

6-7월

15-30cm

-

작약 듀세스 드 느무르

작약 페스티버티

작약 인스티튜터 도리어트

Paeonia lactiflora 'Duchesse de Nemours'

Paeonia lactiflora 'Festivity'

Paeonia lactiflora 'Instituteur Doriat'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5.6°C

양지

일반지

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34.4℃

작약 자코마

작약 카를 로즌필드

작약 켈웨이스 러블리

작약 문스톤

작약 알바 플레나

작약 로세아 플레나

Paeonia lactiflora 'Jacorma'

Paeonia lactiflora 'Karl Rosenfield'

Paeonia lactiflora 'Kelway's Lovely'

Paeonia 'Moonstone'

Paeonia officinalis 'Alba Plena'

Paeonia officinalis 'Rosea Plena'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6월

60-9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34.4℃

양지

일반지

6월

60-90cm -45.6℃

작약 코닝인 윌헬미나

작약 마담 칼로

작약 마담 에밀 드배튼

작약 루브라 플레나

작약 라즈베리 선디

작약 레드 매직

Paeonia lactiflora 'Koningin Wilhelmina'

Paeonia lactiflora 'Mme Calot'

Paeonia lactiflora 'Mme Emile Debatene'

Paeonia officinalis 'Rubra Plena'

Paeonia 'Raspberry Sundae'

Paeonia 'Red Magic'

양지

일반지

6월

60-8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75-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30-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작약 트위터패티드

작약 로라 디저트

작약 문 리버

작약 스워드 댄스

Paeonia lactiflora 'Twitterpated'

Paeonia 'Laura Dessert'

Paeonia 'Moon River'

Paeonia 'Sword Dance'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

일반지

6월

60-75cm -45.6°C

6월

60-90cm -45.6℃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60-90cm -40°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5.6°C

양지

일반지 5-6월 60-90cm -40℃

쥐손이풀과 :

벼과 :

제라늄

진퍼리새

다양하고 화려한 꽃색으로 꽃의 관상기
간이 길어 정원의 화단, 아파트 베란다,
벽장식으로 사용됩니다.
비내한성의 다년초로 남아프리카
원산의 온대식물입니다. 약광, 건조 등
불량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병충해에 강합니다.

산과 들의 습지에서 자랍니다.
뿌리줄기는 짧고 굳센 수염뿌리가
있습니다. 표면은 분처럼 흰색이고
잎집과 사이에 희미한 관절이 있으며,
잎혀에 잔털이 줄지어 있고, 잎집은
밑 부분까지 갈라집니다. 가지는 1~3
개씩 나며 과시에는 곧추섭니다.

[ Geranium ]

[ Molinia caerulea ]

제라늄 애져 러쉬

제라늄 블루 썬라이즈

Geranium 'Azure Rush'

Geranium 'Blue Sunrise'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6-9월

45-6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30-40cm

-34.4℃

진퍼리새 에디스 듀주스

진퍼리새 바리에가타

Molinia caerulea 'Edith Dudzus'

Molinia caerulea 'Variegata'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30-60cm -34.4°C

8-10월

75-120cm -34.4°C

국화과 :

코레옵시스
[ Coreopsis verticillata ]

제라늄 드림랜드

제라늄 벌시컬러

Geranium 'Dreamland'

Geranium 'versicolor'

양지/반음지 일반지

5-9월

30-6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5-7월

35-45cm

-28.9℃

벼과 :

좀새풀

고산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다년초로 줄기는 모여나고 높이 15~70㎝입니다.
꽃대축과 낱꽃축은 가냘프고, 각이 지며, 꺼칠꺼칠합니다. 잎은 선형. 끝이 뾰족하고 좁으며,
안으로 오므라들거나 납작하고, 길이 5-20cm, 폭 1-3mm로서 표면에는 털이 없습니다.

[ Deschampsia ]

코레옵시스 버터밀크

코레옵시스 파이어플라이

코레옵시스 레이디버드

Coreopsis verticillata 'Buttermilk'

Coreopsis verticillata 'Firefly'

Coreopsis verticillata 'Ladybird'

양지

좀새풀 골드쉴라이어

좀새풀 골드타우

좀새풀 픽시 파운테인

Deschampsia cespitosa 'Goldschleier'

Deschampsia cespitosa 'Goldtau'

Deschampsia flexuosa 'Pixie Fountain'

양지/반음지 건조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60-90cm -34.4°C

6월

45-60cm -40°C

8월

25-50cm -45.6℃

일반지 6-10월

40cm

-28.9°C

코레옵시스 레드 앤 골드
Coreopsis verticillata 'Red & Gold'

양지
6-8월

도로변, 공원,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1960년대에 도입된 화훼식물종으로 북미 원산의
여러해살이 입니다. 여러 대가 모여 납니다.
종자가 빈대 모양으로 어미 식물체 주변에 떨어지거나 지나가는 동물 털에 달라붙어 퍼져나갑니다.

일반지 6-9월 25-30cm -28.9°C

양지

일반지 6-10월

25cm

-28.9°C

양지

일반지 6-9월

25cm

-28.9°C

미나리아재비과 :

클레마티스
[ Clematis ]

꽃피는 시기에는 물이 마르면 안되고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올라갈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꽃도 다양하며 크기가 작은 꽃은 5~6㎝이고 큰 꽃은 15㎝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꽃잎도 홑꽃과 겹꽃이 있으며 개화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클레마티스 건지 크림

클레마티스 꽁떼스 드 부쇼

클레마티스 넬리 모저

클레마티스 두란디

클레마티스 라스푸틴

클레마티스 라흐바리나

Clematis 'Guernsey Cream'

Clematis 'Comtesse de bouchaud'

Clematis 'Nelly moser'

Clematis 'Durandii'

Clematis 'Rasputin'

Clematis 'Rahvarinne'

양지

일반지 5-10월 15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150-30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15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150-200cm -34.4℃

클레마티스 니오베

클레마티스 다니얼 디론다

클레마티스 다크 아이즈

클레마티스 로드 네빌

클레마티스 로소니아나

클레마티스 루더 버뱅크

Clematis 'Niobe'

Clematis 'Daniel Deronda'

Clematis 'Dark Eyes'

Clematis 'Lord Nevill'

Clematis 'Lawsoniana'

Clematis 'Luther burbank'

양지

일반지 5-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클레마티스 닥터 루펠

클레마티스 더 프레지던트

클레마티스 더체스 오브 에든버러

클레마티스 루지 카디너

클레마티스 뤼텔

클레마티스 릴라세나 플로리분다

Clematis 'Docteur ruppel'

Clematis 'The president'

Clematis 'Duchess of Edimbourg'

Clematis 'Rouge cardinal'

Clematis 'Ruutel'

Clematis 'Lilacena floribunda'

양지

일반지 5-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클레마티스 마가렛 헌트

클레마티스 마담 르 쿨트르

클레마티스 마담 바론 빌라드

클레마티스 미스 배트맨

클레마티스 바르샤바 니케

클레마티스 바이올렛 엘리자베스

Clematis 'Margaret Hunt'

Clematis 'Mme lecoultre '

Clematis 'Mme baron Veillard'

Clematis 'Miss Bateman'

Clematis 'Warszawska Nike'

Clematis 'Violet elisabeth'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40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클레마티스 마담 에두아르 안드레

클레마티스 마이크릿

클레마티스 멀티 블루

클레마티스 발바라

클레마티스 발바라 잭맨

클레마티스 베스테르플라테

Clematis 'Mme Edouard Andre'

Clematis 'Mikelite'

Clematis 'Multi blue'

Clematis 'Barbara'

Clematis 'Barbara Jackman'

Clematis 'Westerplatte'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7-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100-200cm -34.4℃

클레마티스 미세스 스펜서 캐슬

클레마티스 미세스 콜몬들리

클레마티스 미세스 톰슨

클레마티스 볼루소

클레마티스 블루 엔젤

클레마티스 빌 드 리옹

Clematis 'Mrs Spencer Castle'

Clematis 'Mrs cholmondeley'

Clematis 'Mrs N. Thompson'

Clematis 'Voluceau'

Clematis 'Blue angel'

Clematis 'Ville de Lyon'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150-30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7-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클레마티스 선셋

클레마티스 세뮤

클레마티스 스노우 퀸

클레마티스 알조누쉬카

클레마티스 에르네스트 말캄

클레마티스 에투왈 드 말리코른

Clematis 'Sunset'

Clematis 'Semu'

Clematis 'Snow Queen'

Clematis 'Aljonushka'

Clematis 'Ernest markam'

Clematis 'Etoile de Malicorne'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7-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250-300cm -34.4℃

양지

일반지 7-10월 150-2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클레마티스 스타 오브 인디아

클레마티스 실랜드 잼

클레마티스 심파티아

클레마티스 에투왈 바이올렛

클레마티스 오노라

클레마티스 유키코마치

Clematis 'Star of India'

Clematis 'Sealand gem'

Clematis 'Sympathia'

Clematis 'Etoile Violette'

Clematis 'Honora'

Clematis 'Yukikomachi'

양지

일반지 6-10월 25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클레마티스 아라벨라

클레마티스 아오테이어로아

클레마티스 아폴로니아

클레마티스 잭마니

클레마티스 제네럴 시코르스키

클레마티스 존폴 Ⅱ

Clematis 'Arabella'

Clematis 'Aotearoa'

Clematis 'Apollonia'

Clematis 'Jackmanii'

Clematis 'General Sikorsky'

Clematis 'Jean paul Ⅱ'

양지

일반지 6-10월 150-250cm -34.4℃

양지

일반지 7-10월 250-3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100-2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50-350cm -34.4℃

클레마티스 줄카

클레마티스 지레나스

클레마티스 집시 퀸

클레마티스 해글리 하이브리드

클레마티스 훌딘

Clematis 'Julka'

Clematis 'Girenas'

Clematis 'Gipsy queen'

Clematis 'Hagley hybrid'

Clematis 'Huldine'

양지

일반지 5-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30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3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7-10월 250-350cm -34.4℃

장미과 :

터리풀
[ Filipendula ]

클레마티스 카나비

클레마티스 튜도

클레마티스 프로테우스

Clematis 'Carnaby'

Clematis 'Tudor'

Clematis 'Proteus'

양지

일반지 5-10월 150-250cm -34.4℃

양지

일반지 5-10월 100-1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클레마티스 프린스 찰스

클레마티스 필루

클레마티스 핑크 판타지

Clematis 'Prince Charles'

Clematis 'Piilu'

Clematis 'Pink fantasy'

양지

일반지 6-10월 200-250cm -34.4℃

양지

일반지 6-10월 150-200cm -34.4℃

양지

주변습도가 높고 반그늘인 곳의 부엽질이 풍부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화분이나 화단에 심으면 좋습니다. 화분에 심을 때는 퇴비를 많이 넣고 뿌리를 깊게 넣은 후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며 화단에 심을 때는 반그늘의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 심습니다.

일반지 7-10월 200-250cm -34.4℃

터리풀 카호메

터리풀 엘레강스

터리풀 멀티플렉스

Filipendula 'Kahome'

Filipendula purpurea 'Elegans'

Filipendula vulgaris 'Multiplex'

반음지 일반지 6-7월 20-3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7-8월 45-75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30-45cm -40°C

미나리아재비과 :

투구꽃
[ Aconitum ]

관상용으로 심습니다. 유독식물로서 뿌리에 강한 독이 있습니다. 반그늘 혹은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m 정도입니다. 꽃은 고깔이나 투구와 같으며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어긋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핍니다. 뿌리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비옥한 화단에 심습니다.

투구꽃 블루 라군

투구꽃 아렌드시

투구꽃 스팍스 버라이어티

Aconitum cammarum 'Blue Lagoon'

Aconitum carmichaelii 'Arendsii'

Aconitum henryi 'Spark's Variety'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45-9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8-9월 90-12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7-8월 150cm -34.4℃

투구꽃 나펠러스

투구꽃 앨범

투구꽃 루벨럼

Aconitum 'napellus'

Aconitum napellus 'Album'

Aconitum napellus 'Rubellum'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7-8월 90-180cm -45.6°C

반음지

수변

7-8월 90-120cm -34.4°C

반음지/음지

수변/습지
/수중

7월

플록스 애머시스트

플록스 블루 아이스

플록스 블루 문

Phlox paniculata 'Amethyst'

Phlox paniculata 'Blue Ice'

Phlox paniculata 'Blue Moon'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60-90cm -40℃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60-9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45cm -40℃

플록스 브라이트 아이즈

플록스 클레오파트라

플록스 다윗

Phlox paniculata 'Bright Eyes'

Phlox paniculata 'Cleopatra'

Phlox paniculata 'David'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60-9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55-6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60-120cm -34.4℃

플록스 에로텐데스 매션

플록스 그레나딘 드림

플록스 리틀 보이

Phlox paniculata 'Errotendes Madchen'

Phlox paniculata 'Grenadine Dream'

Phlox paniculata 'Little Boy'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60-12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30-5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45-90cm -34.4°C

60-120cm -34.4°C

꽃고비과 :

플록스
[ Phlox ]

반 내한성의 1년초로 춘파하면 7-8월에
개화되지만, 보통은 추파해서 5-6월에
개화시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한성이 강하고 건조에도 강하지만
한여름의 고온기에는 비교적 약합니다.
비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다비재배
를 하면 줄기가 굵어 품질이 떨어집니다.

플록스 핑크 어트랙션

플록스 클라우즈 오브 퍼퓸

Phlox arendsii 'Pink Attraction'

Phlox divaricata 'Clouds of Perfume'

양지/반음지 일반지

반음지 일반지

7-9월

40-80cm -34.4°C

5-6월

30-45cm -40°C

플록스 니키

플록스 오렌지 퍼펙션

플록스 피나 콜라다

플록스 유니크 올드 퍼플

플록스 유니크 화이트

플록스 스월리 벌리

Phlox paniculata 'Nicky'

Phlox paniculata 'Orange Perfection'

Phlox paniculata 'Pina Colada'

Phlox paniculata 'Younique Old Purple'

Phlox paniculata 'Younique White'

Phlox 'Swirly Burly'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35-5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60-90cm -34.4°C

양지

일반지/건조지 7-8월 60-9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30-45cm -34.4°C

양지

일반지 7-8월 35-50cm -34.4℃

8월

50-70cm -40℃

국화과 :

헬레니움
[ Helenium ]

플록스 레드 라이딩 후드

플록스 로사 파스텔

플록스 스타파이어

Phlox paniculata 'Red Riding Hood'

Phlox paniculata 'Rosa Pastell'

Phlox paniculata 'Starfire'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60-9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60-90cm -34.4°C

양지

일반지 7-9월 45-60cm -34.4°C

헬레니움 란체라

헬레니움 모하임 뷰티

헬레니움 샤힌스 얼리 플라워러

Helenium autumnale 'Ranchera'

Helenium 'Moerheim Beauty'

Helenium 'Sahin's Early Flowerer'

양지

플록스 테너

플록스 유니크 모브

플록스 유니크 올드 블루

Phlox paniculata 'Tenor'

Phlox paniculata 'Younique Mauve'

Phlox paniculata 'Younique Old Blue'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60-75cm -34.4°C

양지

일반지 7-8월 35-5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35-50cm -40°C

대면적 군식 또는 축제용으로 알맞습니다.
토양을 별로 가리지는 않지만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국내에는 최근에 알려진 식물로써 혼합식재시 여름 포인트 식물로 좋습니다.

일반지 7-9월 50-60cm -40℃

양지

일반지 7-9월 90-120cm -40℃

양지

일반지 8-9월 90-120cm -40℃

미나리아재비과 :

헬레보러스
[ Helleborus ]

범의귀과 :
크리스마스 로즈라고도 불리는 헬레보러스는 이른 봄 꽃이 피어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까지
꽃이 그대로 매달려 피어있습니다. 강인한 식물로 주로 정원에 많이 심습니다.
포기나누기로 번식할 수 있으며 노지월동도 가능합니다.

휴케라

고급스러운 잎이 꽃을 능가하는 품위가 있습니다. 분화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색감이 좋아
고급정원의 포인트 식물로도 매우 뛰어납니다. 햇빛이 잘드는 곳을 좋아하지만 고온다습에 약하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반그늘에 둡니다.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

[ Heuchera ]

헬레보러스 나이져

헬레보러스 오리엔탤리스

헬레보러스 더블 엘렌 그린

휴케라 캔 캔

휴케라 카푸치노

휴케라 카라멜

Helleborus 'niger'

Helleborus 'orientalis'

Helleborus orientalis 'Double Ellen Green'

Heuchera 'Can Can'

Heuchera 'Cappucino'

Heuchera 'Caramel'

반음지 일반지 3-5월 30-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25-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25-45cm -34.4℃

반음지/음지 일반지 2-3월 25-30cm -34.4℃

반음지 일반지

4월

30-45cm -34.4°C

6월

30-45cm -34.4°C

헬레보러스 더블 엘렌 피코티

헬레보러스 더블 엘렌 핑크 스팟티드

헬레보러스 더블 엘렌 퍼플

휴케라 체리 콜라

휴케라 초콜렛 베일

휴케라 크림슨 컬스

Helleborus orientalis 'Double Ellen Picotee'

Helleborus orientalis 'Double Ellen Pink Spotted'

Helleborus orientalis 'Double Ellen Purple'

Heuchera 'Cherry Cola'

Heuchera 'Chocolate Veil'

Heuchera 'Crimson Curls'

반음지 일반지 2-4월 30-60cm -34.4°C

반음지 일반지 2-4월 30-60cm -34.4°C

반음지 일반지 2-4월 30-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4-6월 30-45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25-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헬레보러스 더블 엘렌 레드

헬레보러스 더블 엘렌 화이트

휴케라 포에버 퍼플

휴케라 조지아 피취

휴케라 스토미 시즈

Helleborus orientalis 'Double Ellen Red'

Helleborus orientalis 'Double Ellen White'

Heuchera 'Forever Purple'

Heuchera 'Georgia Peach'

Heuchera hybrid 'Stormy Seas'

반음지 일반지 2-4월 30-60cm -34.4°C

반음지 일반지 2-4월 30-60cm -34.4°C

양지/반음지/
음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30-9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일반지 7-8월 25-30cm -34.4°C

6월

5월

30-45cm -34.4°C

40-80cm -34.4°C

휴케라 팰리스 퍼플

휴케라 옵시디언

휴케라 플뤼 드 퓨

Heuchera micrantha 'Palace Purple'

Heuchera 'Obsidian'

Heuchera 'Pluie de Feu'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30-6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25-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40-60cm -34.4°C

휴케라 플럼 파워

휴케라 리자이너

휴케라 루트 비어

Heuchera 'Plum Power'

Heuchera 'Regina'

Heuchera 'Root Beer'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30-35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45-60cm -40℃

범의귀과 :

꿀풀과 :

두릅나무과 :

개병풍 [ Astilboides ]

네페타 [ Nepeta ]

땅두릅 [ Aralia cordata ]

개병풍 태뷸래리스

네페타 워커스 로우

땅두릅 썬 킹

Astilboides 'tabularis'

Nepeta 'Walker's Low'

Aralia cordata 'Sun King'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6-7월 90-12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45-90cm -34.4℃

반음지/음지 일반지

7-9월

50-100cm -40°C

벼과 :

범의귀과 :

벼과 :

리무스 [ Leymus ]

매화헐떡이풀 [ Tiarella ]

산새풀 [ Calamagrostis ]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45cm -34.4°C

리무스 아레내리우스

매화헐떡이풀 콜더폴리아

산새풀 칼 푀르스터

Leymus 'arenarius'

Tiarella 'cordifolia'

Calamagrostis acutiflora 'Karl Foerster'

양지/반음지 건조지 7-8월 60-120cm -34.4°C

반음지/음지 일반지

5월

25-3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120-180cm -28.9°C

매자나무과 :

국화과 :

천남성과 :

삼지구엽초 [ Epimedium ]

서양톱풀 [ Achillea ]

아룸 [ Arum ]

휴케라 비너스
Heuchera 'Venus'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30-45cm -34.4°C

삼지구엽초 데이비디

서양톱풀 섬머와인

아룸 아이탤리쿰

Epimedium 'davidii'

Achillea millefolium 'Summerwine'

Arum 'italicum'

반음지/음지 일반지

5월

30-45cm -28.9°C

양지

건조지/일반지 6-8월 30-60cm -40°C

반음지/음지 일반지/수변

5월

30-45cm -28.9°C

산형과 :

붓꽃과 :

백합과 :

국화과 :

벼과 :

아스트란티아 [ Astrantia ]

아이리스 [ Iris pallida ]

알리움 [ Allium ]

해바라기 [ Helianthus multiflorus ]

홍띠 [ Imperata cylindrica ]

아스트란티아 아비 로드

아이리스 알보 바리에가타

알리움 얼서넘

해바라기 로던 골드

홍띠 레드 바론

Astrantia major 'Abbey Road'

Iris pallida 'Albo Variegata'

Allium 'ursinum'

Helianthus multiflorus 'Loddon Gold'

Imperata cylindrica 'Red Baron'

양지/반음지 일반지 6-8월 45-60cm -34.4°C

양지

일반지

6월

60-90cm -40°C

반음지 일반지/수변

4-6월

50cm

-28.9℃

꿀풀과 :

석죽과 :

협죽도과 :

잉글리쉬라벤다 [ Lavandula ]

장구채 [ Silene doica ]

정향풀 [ Amsonia ]

잉글리쉬라벤다 드워프 블루

장구채 롤리스 패이보릿

정향풀 블루 아이스

Lavandula angustifolia 'Dwarf Blue'

ilene doica 'Rollies Favourite'

Amsonia 'Blue Ice'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30-45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

건조지 6-8월 25-30cm -28.9°C

5월

45cm

-34.4℃

벼과 :

화본과 :

국화과 :

큰개기장 [ Panicum virgatum ]

털수염풀 [ Stipa tenuissima ]

하늘바라기 [ Heliopsis ]

큰개기장 로트스트랄부스

털수염풀 포니 테일즈

하늘바라기 아사히

Panicum virgatum 'Rotstrahlbusch'

Stipa tenuissima 'Ponytails'

Heliopsis helianthoides 'Asahi'

양지/반음지 일반지/수변

7월

90-150cm -34.4℃

양지

건조지/일반지 7-8월 30-60cm -23.3℃

양지

일반지 7-8월 70-75cm -40℃

양지

일반지

7-8월

120-18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8월

45-50cm -28.9℃

소태나무과:

가죽나무

물푸레나무과 :

개나리

가죽나무 퍼플 드래곤

개나리 마리 드오르

개나리 골드라쉬

고광나무 스노우벨

고광나무 버지널

Ailanthus altissima 'Purple Dragon'

Forsythia 'Maree d'Or'

Forsythia 'Goldrausch'

Philadelphus 'Snowbelle'

Philadelphus 'Virginal'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90-12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

일반지 6-7월 150-250cm -23.3℃

장미과 :

개쉬땅나무

양지/반음지 일반지

계수나무과:

3-4월

30-60cm -28.9℃

양지/반음지 일반지

4월

100-250cm -28.9°C

계수나무

범의귀과:

6월

180-270cm -34.4°C

까치밥나무

개쉬땅나무 셈

계수나무 로트퍽스

계수나무 팬듈럼

까치밥나무 킹 에드워드 7세

까치밥나무 풀보로 스칼렛

Sorbaria sorbifolia 'Sem'

Cercidiphyllum japonicum 'Rotfuchs'

Cercidiphyllum japonicum 'Pendulum'

Ribes sanguineum 'King Edward VII'

Ribes sanguineum 'Pulborough Scarlet'

양지/반음지 일반지 7-8월 90-120cm -45.6℃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범의귀과 :

5월

300-800cm -34.4℃

5월

450-750cm -34.4°C

고광나무

능소화과:

4월

100-200cm

-23.3℃

4월

150-200cm -23.3°C

한련과콩과: 라버노사이티서스
(접목잡종)

능소화

고광나무 벨 에트왈

고광나무 망토 드'헤르민

고광나무 실버레겐

능소화 플라멩코

능소화 플라바

라버노사이티서스 아다미

Philadelphus 'Belle Etoile'

Philadelphus 'Manteau d'Hermine'

Philadelphus 'Silberregen'

Campsis radicans 'Flamenco'

Campsis radicans 'Flava'

Laburnocytisus adamii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100-15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50-10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90-120cm -28.9°C

양지

일반지 7-8월 300-1200cm

-34.4℃

양지

일반지 7-8월 300-1200cm

-34.4℃

양지

일반지/습지

6월

400-500cm -28.9°C

소나무과 :

레바논삼나무

진달래과:

마취목

레바논삼나무 아틀란티카 아우레아

레바논삼나무 패스티기아타

레바논삼나무 글라우카

마취목 플래밍 실버

마취목 마운테인 파이어

Cedrus libani 'Atlantica Aurea'

Cedrus libani 'Fastigiata'

Cedrus libani 'Glauca'

Pieris 'Flaming Silver'

Pieris japonica 'Mountain Fire'

양지/반음지 일반지 3-5월 120-15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

일반지 500-2500cm -23.3℃

양지

일반지 400-1000cm -23.3℃

양지

일반지 1000-2000cm -23.3℃

범의귀과:

레바논삼나무 글라우카 펜듈라

레바논삼나무 세드러스 펜듈라

레바논삼나무 세드러스 살젠티

Cedrus libani 'Glauca Pendula'

Cedrus libani 'Pendula'

Cedrus libani 'Sargentii'

양지

일반지 100-400cm -23.3℃

양지

일반지 400-800cm -23.3℃

양지

일반지 30-100cm -23.3℃

로니세라

로니세라 모스 그린

Lonicera pileata

Lonicera pileata 'Moss Green'

양지/반음지 일반지 5-8월 30-60cm

-23.3℃

-28.9℃

말발도리 프라이드 오브 로체스터

말발도리 로세아 플레나

말발도리 캄파뉼라타

Deutzia scabra 'Pride of Rochester'

Deutzia scabra 'Rosea Plena'

Deutzia rosea 'Campanulata'

층층나무과 :

로니세라 필리아타

120-250cm

말발도리

양지/반음지 일반지

인동과:

4월

6월

150-250cm

-28.9℃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50-200cm

-28.9℃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90-120cm

-28.9℃

말채나무

말채나무 윈터 뷰티

말채나무 화이트 골드

말채나무 미드윈터 파이어

Cornus sanguinea 'Winter Beauty'

Cornus sanguinea 'White Gold'

Cornus sanguinea 'Midwinter Fire'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50-18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50-180cm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60cm -23.3°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50-180cm

-34.4℃

-34.4℃

말채나무 애니스 윈터 오렌지

말채나무 시비리카

매자나무 에렉타

매자나무 골든 로켓

매자나무 골든 토치

Cornus sanguinea 'Anny's Winter Orange'

Cornus alba 'Sibirica'

Berberis thunbergii 'Erecta'

Berberis thunbergii 'Golden Rocket'

Berberis thunbergii 'Golden Torch'

양지/반음지 일반지 3-4월 90-12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20-20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건조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90-12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90-120cm -34.4°C

매자나무 헬몬드 필러

매자나무 마리아

매자나무 오렌지 로켓

Berberis thunbergii 'Helmond Pillar'

Berberis thunbergii 'Maria'

Berberis thunbergii 'Orange Rocket'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90-120cm

매자나무과 :

5-6월

120-180cm -34.4℃

매자나무

매자나무 아트로퍼퓨레아 나나

매자나무 아우레아

매자나무 바가텔

Berberis thunbergii Atropurpurea Nana

Berberis thunbergii 'Aurea'

Berberis thunbergii 'Bagatelle'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6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90-12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7월

6월

90-120cm -34.4°C

30-45cm -34.4°C

매자나무 타이니 골드
Berberis thunbergii 'Tiny Gold'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60cm

매자나무 보나자 골드

매자나무 코랄

매자나무 코로니타

Berberis thunbergii 'Bonanza Gold'

Berberis thunbergii 'Coral'

Berberis thunbergii 'Coronita'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4월

30-60cm -34.4℃

5월

30-60cm -34.4℃

7월

100-150cm -34.4°C

-34.4℃

4월

90-120cm -34.4°C

-34.4℃

장미과 :

매화가침박달

인동과 :

매화가침박달 매지컬 스프링타임

매화가침박달 더 브라이드

Exochorda racemosa 'Magical Springtime'

Exochorda macrantha 'The Bride'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50-25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물레나물과 :

4월

100-200cm -28.9°C

물레나물

물푸레나무과:

물푸레나무 메체크

Hypericum calycinum

Hypericum 'Hidcote'

Fraxinus ornus 'Mecsek'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60-12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500-600cm -17.8°C

측백나무과:

30-45cm

-28.9℃

병꽃나무 보스굽 그루리

병꽃나무 브리스톨 루비

Weigela florida 'Black and White'

Weigela florida 'Boskoop Glory'

Weigela florida 'Bristol Ruby'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6-7월 120-180cm -34.4°C

6월

120-160cm -34.4℃

병꽃나무 엘베라

병꽃나무 마이너 블랙

병꽃나무 핑크파핏

Weigela florida 'Elvera'

Weigela florida 'Minor Black'

Weigela florida 'Pink Poppet'

양지/반음지 일반지 4-6월 30-6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80cm

-34.4℃

양지

일반지

5월

45-60cm -34.4℃

미국편백
병꽃나무 바리에가타

병꽃나무 미뉴엣

병꽃나무 레드 프린스

Weigela florida 'Variegata'

Weigela florida 'Minuet'

Weigela florida 'Red Prince'

양지

미국편백 이본느

미국편백 엘우디

Chamaecyparis lawsoniana 'Ivonne'

Chamaecyparis lawsoniana 'Ellwoodii'

양지

-34.4℃

물푸레나무

물레나물 히드코트

6월

병꽃나무 블랙 앤 화이트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50cm

물레나물 칼리시넘

양지/반음지 일반지

병꽃나무

일반지 360-600cm -28.9°C

양지

일반지 150-300cm -28.9°C

일반지

6월

120-180cm -28.9℃

양지

일반지 6-7월 60-9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180-250cm

-34.4℃

인동과 :

분꽃나무

분꽃나무 칼세팔럼

분꽃나무 쥬디

분꽃나무 에스키모

Viburnum carlcephalum

Viburnum carlesii 'Juddii'

Viburnum 'Eskimo'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180-24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180-300cm

-28.9℃

5월

50-150cm

붓들레야 드리밍 라벤더

붓들레야 드리밍 퍼플

Buddleja 'Dreaming Lavender'

Buddleja 'Dreaming Purple'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30-50cm -26.1℃

양지/반음지 일반지 6-9월 30-50cm -26.1℃

-28.9℃

보리수나무과 :

분꽃나무 로세움

분꽃나무 캐스케이드

분꽃나무 썸머 스노우플레이크

Viburnum opulus 'Roseum'

Viburnum plicatum 'Cascade'

Viburnum plicatum 'Summer Snowflake'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5월

250-400cm -34.4℃

5월

180-300cm -34.4℃

5월

150-240cm -28.9℃

붓들레야

붓들레야 오키드 뷰티

붓들레야 핑크 딜라이트

Buddleja davidii 'Black Knight'

Buddleja davidii 'Orchid Beauty'

Buddleja davidii 'Pink Delight'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180-30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7-10월 120-250cm -26.1℃

뿔남천

인동과 :

산분꽃나무

뿔남천 아퀴폴리움

산분꽃나무 팝콘

Hippophae rhamnoides 'Hikul'

Mahonia aquifolium

Viburnum plicatum 'Popcorn'

일반지 3-4월 100-150cm -40°C

장미과 :

붓들레야 블랙 나이트

매자나무과 :

비타민나무 히쿨

양지

마전과 :

비타민나무

산사나무

반음지/음지 일반지

인동과 :

5월

90-180cm -28.9°C

상록왜성인동

산사나무 폴스 스칼렛

상록왜성인동 리틀 허니

Crataegus media 'Paul's Scarlet'

Lonicera crassifolia 'Little Honey'

양지/반음지 일반지 7-9월 120-150cm -28.9°C
양지

일반지 5-6월 600-800cm

-28.9℃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10-30cm -17.8°C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150-240cm -34.4℃

장미과 :

섬개야광나무

섬개야광나무 쥴리엣

섬개야광나무 퀸 오브 카펫츠

Cotoneaster suecicus 'Juliette'

Cotoneaster procumbens 'Queen of Carpets'

양지/반음지

일반지

범의귀과 :

5-6월

50-10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3-8월

10-50cm

수국 그랜디플로라

수국 밤쉘

수국 보보

Hydrangea paniculata 'Grandiflora'

Hydrangea paniculata 'Bombshell'

Hydrangea paniculata 'Bobo'

반음지 일반지 7-8월 300-750cm -40°C

반음지 일반지

반음지 일반지 7-9월 75-90cm -40°C

수국 호벨라

수국 포에버 핑크

수국 애나벨

Hydrangea macrophlla 'Hobella'

Hydrangea macrophlla 'Forever Pink'

Hydrangea arborescens 'Annabelle'

반음지 일반지 7-9월 90-120cm -23.3°C

반음지 일반지 6-8월 75-90cm -23.3°C

반음지 일반지 7-9월 90-150cm -40°C

8월

60-90cm -40℃

-28.9°C

수국

수국 바닐라 프레이즈

수국 리틀 허니

수국 핑키 윙키

Hydrangea paniculata 'Vanille-Fraise'

Hydrangea quercifolia 'Little Honey'

Hydrangea paniculata 'Pinky Winky'

반음지 일반지 7-9월 180-240cm -40℃

반음지 일반지

반음지 일반지 6-7월 180-240cm -40℃

7월

120-150cm -28.9°C

수국 매지컬 문라이트

수국 리틀 라임

수국 라임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Magical Moonlight'

Hydrangea paniculata 'Little Lime'

Hydrangea paniculata 'Limelight'

반음지 일반지 7-8월 150-250cm -40°C

반음지 일반지

반음지 일반지 7-9월 180-240cm -40℃

7-9월

90-150cm -40°C

물푸레나무과 :

수수꽃다리

옻나무과 :

안개나무

수수꽃다리 라시니아타

수수꽃다리 팔리빈

안개나무 골든 스피릿

Syringa laciniata

Syringa meyeri 'Palibin'

Cotinus coggygria 'Golden Spirit'

양지

일반지

5월

150-300cm

-34.4℃

양지

일반지

6월

120-15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250-450cm -34.4°C

콩과 :

양골담초

진달래과 :

에리카

양골담초 스콜패리우스

양골담초 로터 페이보릿

양골담초 레드 윙즈

에리카 다일란시스

에리카 카니아

에리카 알버츠 골드

Cytisus 'scoparius'

Cytisus scoparius 'Roter Favorit'

Cytisus scoparius 'Red Wings'

Erica darleyensis

Erica carnea

Erica arborea 'Albert's Gold'

양지/반음지 일반지 4-5/10-11월 10-5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3-5월 100-200cm -15℃

양지

일반지

6월

100-150cm -28.9℃

양지

일반지 5-6월 100-150cm -23.3℃

양지

일반지 4-5월 100-150cm -23.3℃

양지

일반지 6-10월 10-30cm -28.9℃

참나무과 :

양골담초 알부스

양골담초 데컴벤스

양골담초 보스쿱 루비

Cytisus praecox 'Albus'

Cytisus decumbens

Cytisus 'Boskoop Ruby'

양지

일반지 5-6월 50-150cm -26.1℃

장미과 :

양지

일반지 5-6월 20-30cm -23.3℃

양지

일반지

6월

유럽너도밤나무

50-150cm -26.1°C

유럽너도밤나무 퍼퓨레아 펜듈라

유럽너도밤나무 퍼플 파운테인

유럽너도밤나무 펜듈라

Fagus sylvatica 'Purpurea Pendula'

Fagus sylvatica 'Purple Fountain'

Erica arborea 'Albert's Gold'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500-90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500-90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1000-1500cm -34.4°C

양국수나무 레이디 인 레드

유럽너도밤나무 다윅 퍼플

유럽너도밤나무 다윅 골드
Fagus sylvatica 'Dawyck Gold'

양지/반음지 일반지 1000-1500cm -34.4°C

양국수나무

양국수나무 다츠 골드

양국수나무 디아블 도르

Physocarpus opulifolius 'Dart's Gold'

Physocarpus opulifolius 'Diable d'Or'

Physocarpus opulifolius 'Lady in Red'

Fagus sylvatica 'Dawyck Purple'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20-150cm -40℃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120-150cm -40℃

양지/반음지 일반지 1000-1500cm -34.4°C

6월

120-150cm -40℃

유럽서어나무

자작나무과 :

마편초과 :

유럽서어나무 프란스 퐁텐

유럽서어나무 루카스

유럽서어나무 카피너스 펜듈라

Carpinus betulus 'Frans Fontaine'

Carpinus betulus 'Lucas'

Carpinus betulus 'Pendula'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5월

60-120cm -34.4°C

에스칼로니아과 :

4월

500-1000cm -28.9°C

이테아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200-400cm -28.9°C

콩과 :

자귀나무

이테아 헨리스 가넷

이테아 멜럿

자귀나무 썸머 초콜렛

Itea virginica 'Henry's Garnet'

Itea virginica 'Merlot'

Albizia julibrissin 'Summer Chocolate'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자작나무과 :

6월

90-180cm -28.9°C

6월

90-180cm -28.9°C

양지

일반지

7월

400-120cm -23.3℃

작살나무 보디니어리

작살나무 프로퓨션

Callicarpa bodinieri giraldii

Callicarpa bodinieri 'Profusion'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콩과 :

자작나무 골든 트레져

자작나무 패스티기아타

Betula nana 'Golden Treasure'

Betula pendula 'Fastigiata'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800-1000cm -34.4℃

30-50cm -34.4℃

120-300cm -28.9℃

7월

120-300cm -28.9℃

제니스타 옐로우 스프레더

제니스타 벤쿠버 골드

Genista pilosa 'Yellow Spreader'

Genista pilosa 'Vancouver Gold'

양지

일반지 5-6월 15-20cm -28.9°C

양지

일반지

6월

15-20cm -28.9°C

조팝나무

조팝나무 토르 골드

조팝나무 그레프쉐임

조팝나무 디컴벤스

Spiraea betulifolia 'Tor Gold'

Spiraea cinerea 'Grefsheim'

Spiraea decumbens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00-150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
4월

7월

제니스타

장미과 :

자작나무

작살나무

일반지 5-6월 50-120cm -40℃

6월

15-30cm -28.9°C

조팝나무 마농

조팝나무 프루니폴리아

철쭉 글로윙 엠버스

철쭉 골든 이글

철쭉 홈부쉬

Spiraea japonica 'Manon'

Spiraea prunifolia

Rhododendron azalea 'Glowing Embers'

Rhododendron azalea 'Golden Eagle'

Rhododendron azalea 'Homebush'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7-8월 30-60cm -28.9°C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120-150cm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00-150cm

양지/반음지 일반지

장미과 :

5월

120-240cm -34.4°C

-28.9℃

-28.9℃

6월

120-180cm

-28.9℃

지피국수나무

철쭉 하스펄 레드

철쭉 클론다이크

철쭉 퍼실

Rhododendron azalea 'Hotspur Red'

Rhododendron azalea 'Klondyke'

Rhododendron azalea 'Persil'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6월

100-150cm

-28.9℃

6월

100-150cm

-28.9℃

지피국수나무 크리스파
Stephanandra incisa 'Crispa'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30-90cm -34.4°C

진달래과 :

철쭉

철쭉 퍼이어베르크

철쭉 파이어볼

철쭉 지브롤터

Rhododendron azalea 'Feuerwerk'

Rhododendron azalea 'Fireball'

Rhododendron azalea 'Gibraltar'

양지/반음지 일반지

5월

100-150cm

-28.9℃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20-180cm

-28.9℃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120-150cm

-28.9℃

철쭉 로열 코맨드

철쭉 실버 슬리퍼

Rhododendron azalea 'Royal Command'

Rhododendron azalea 'Silver Slipper'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20-200cm

양지/반음지 일반지

-28.9℃

4월

120-180cm

-28.9℃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20-180cm

-28.9℃

측백나무과 :

측백나무

꿀풀과:

페로브스키아

측백나무 에메랄드

측백나무 엑셀사

페로브스키아 블루 스파이어

페로브스키아 레이시 블루

Thuja plicata 'Emerald'

Thuja plicata 'Excelsa'

Perovskia atriplicifolia 'Blue Spire'

Perovskia atriplicifolia 'Lacey Blue'

양지/반음지 일반지 180-500cm -40℃

양지/반음지 일반지 800-1000cm -40℃

콩과 :

양지

일반지 7-9월 60-90cm -28.9℃

일반지 7-9월 30-60cm -34.4℃

캐나다박태기
장미과 :

캐나다박태기 캐내덴시스

캐나다박태기 포레스트 팬지

캐나다박태기 허츠 오브 골드

Cercis canadensis

Cercis canadensis 'Forest Pansy'

Cercis canadensis 'Hearts of Gold'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4-5월 600-900cm

운향과 :

-28.9℃

코이시아

장미과 :

5월

600-900cm -28.9°C

콩벚나무 프릴리 프록

Choisya ternata 'Sundance'

Prunus incisa 'Frilly frock'

일반지

4월

150-250cm -12.2℃

양지

5월

600-750cm

-28.9℃

포텐틸라

포텐틸라 대니 보이

포텐틸라 마리안 레드 로빈

포텐틸라 프림로즈 뷰티

Potentilla fruticosa 'Danny Boy'

Potentilla fruticosa 'Marian Red Robin'

Potentilla fruticosa 'Primrose Beauty'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6-8월 60-12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6-8월 50-100cm -40°C

포텐틸라 레드 에이스

포텐틸라 레드 레이디

포텐틸라 미스 윌모트

Potentilla fruticosa 'Red Ace'

Potentilla fruticosa 'Red Lady'

Potentilla nepalensis 'Miss Willmott'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6-8월 50-100cm -40°C

6월

80-100cm -40℃

콩벚나무

코이시아 선댄스

양지

양지

일반지 3-4월 150-250cm -23.3℃

6월

50-100cm -40°C

양지

일반지 6-9월 30-45cm -40°C

포텐틸라 아크 앤 씨엘

포텐틸라 앱보트스우드

포텐틸라 블링크

향나무 블루 카펫

향나무 블루 스타

향나무 블루 스위드

Potentilla 'Arc en Ciel'

Potentilla fruticosa 'Abbotswood'

Potentilla fruticosa 'Blink'

Juniperus squamata 'Blue Carpet'

Juniperus squamata 'Blue Star'

Juniperus squamata 'Blue Swede'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7-9월 30-45cm -34.4°C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양지/반음지 일반지/습지 5-8월 50-70cm -40°C

양지/반음지 일반지 10-5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30-90cm -34.4℃

양지/반음지 일반지 90-120cm -34.4℃

6월

60-90cm -40°C

협죽도과 :
측백나무과 :

향나무

향나무 아놀드

향나무 히버니카

향나무 레팬다

Juniperus communis 'Arnold'

Juniperus communis 'Hibernica'

Juniperus communis 'Repanda'

양지/반음지 일반지 150-450cm -40°C

양지

향나무 블루 칩

향나무 골든 카펫

Juniperus conferta 'Blue Pacific'

Juniperus horizontalis 'Blue Chip'

Juniperus horizontalis 'Golden Carpet'

일반지 15-30cm -34.4℃

양지

콩과 :

황금아까시나무

화살나무 컴팩터스

황금아까시나무 프리지아

Euonymus alatus 'Compactus'

Robinia pseudoacacia 'Frisia'

일반지 7-8월 120-240cm -17.8℃

양지/반음지 일반지 5-6월 100-150cm -34.4°C

양지

일반지/건조지

6월

500-800cm -34.4°C

일반지 30-60cm -45.6℃

향나무 블루 퍼시픽

양지

화살나무

Nerium oleander 5 colours

소나무과 :

양지/반음지 일반지 15-30cm -23.3℃

노박덩굴과 :

협죽도 올리안더 5컬러

양지
양지/반음지 일반지 180-300cm -40°C

협죽도

일반지 15-30cm -34.4℃

히말라야시다

히말라야시다 필린 블루

히말라야시다 골든 호라이즌

히말라야시다 데오다라 펜듈라

Cedrus deodara 'Feelin' Blue'

Cedrus deodara 'Golden Horizon'

Cedrus deodara 'Pendula'

양지

일반지 10-60cm -23.3℃

양지

일반지 100-180cm -23.3℃

양지

일반지 200-300cm -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