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원은이미봄이다.햇살을받아활짝피어난봄

꽃과 세상 아름다운 연둣빛을 뽐내는 공기정화 식

물들이싱그러운자태를뽐내고있다. 모두데려가

집안을 온통 초록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

다. 욕심을비우고, 꼭 데려가고싶은녀석들로골

라보려한다. 어떤 꽃이오래가는지, 어떤식물이

키우기 쉬운지 기왕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화사한봄을들이고싶다면봄에피는시네라리

아나 쥬리안을, 사계절 초록빛깔을 만나고 싶다면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관엽식물을, 집안에서 은은

한꽃향기를맡고싶다면신비로운꽃무스카리,프

리지아,라벤더,수선화를키워보세요.

광주시풍암동 풍암플라워 최은아대표가추천

하는봄꽃식물을소개한다.

◇우리집분위기담당 봄꽃

초봄에 만날 수 있는 꽃은 쥬리안(프리뮬러)과

시네라리아다.쥬리안은꽃시장이나꽃집에서가장

많이볼수있는화초중하나다. 중국이원산지로,

취란화 라고도 부르며 꽃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한

다.노랑,빨강,분홍,하양까지화려한컬러때문에

봄에가장많이찾는꽃이다.

시네라리아는햇볕을좋아하는꽃이기때문에실

내보다는 실외를 추천한다. 집에서 키우고 싶다면

아파트베란다에두고키우는게좋다. 저온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도로변 도시정화에 많이 이용되

기도한다. 27℃가넘는고온에서의재배는피하는

게좋다.

봄꽃은말그대로봄에피는꽃이기때문에꽃피

는 시기는 짧아요. 사계절 보는 꽃이 아니니까요.

길면45일정도죠. 쥬리안이나시네라리아같은꽃

은마당있는정원이나아파트베란다햇볕이잘드

는곳이좋습니다.날이더따뜻해지면야외조경용

으로도심을수있어요.

집안에서꽃을피우고싶다면구근식물을추천한

다.구근식물은뿌리가알로되어있어그곳에저장

한영양분으로꽃을피운다.수선화나프리지아,히

아신스,튤립,무스카리,작약등이속한다.

앙증맞은꽃을피우는카랑코에(칼란디바)는봄

철에한정되지않고어느계절에라도꽃을피울수

있다. 다육식물에속하기때문에추운날씨에도풍

성한꽃을볼수있다. 작은꽃이모여다발을이루

기때문에여러개를모아두면어렵지않게집안에

예쁜정원을꾸미기에도좋다.

일년 내내 꽃이 피어있는 안시리움은 공기정화,

냄새제거, 실내가습조절, 인테리어까지모든면에

서 키우기 좋은 웰빙식물이다. 하트모양의 초록잎

에물감을발라놓은듯한붉은꽃이화사하다.직사

광선은 피해주고 실내에서 조명이 밝은 곳에 두고

키우면좋다.

연한보라색꽃을피우는캄파눌라는야생화초

로정원에서키우기좋다. 작은종모양의꽃이이

른 봄부터 2~3개월 계속해서 피고 진다. 줄기와

가지가옆으로덩굴성으로자라기때문에꽃잔디

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추위에도 강하기 때

문에 베란다에서 월동하기도 한다. 화

분에서키울경우햇빛이잘드는

곳에흙이마르지않도록적당량

물을준다.

같은이름을가졌

지만 꽃 모양이

다른 것도 있

다. 캄파눌라

신품종인겹캄

파눌라로, 장미

꽃처럼생겼다고해

서장미캄파눌라라고도

부른다. 보라색 꽃과 하얀

색꽃을피우기도한다.생장

력이 좋고 번식력도 뛰어나 키우

기수월하다.

머금고있던꽃봉오리가터지면서동

시에꽃을피우면흰구름이뭉게뭉게모

여있는듯 아름다운모습을선물한다.햇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실 안쪽 보다는

베란다나 창가쪽에 두면서 마음껏 햇살을

받을수있도록한다. 월동이가능하기때문

에햇빛이잘들고통풍이좋은곳에놓아키

우면된다. 다만고온다습에약하기때문에한

여름직사광은피해주고서늘한그늘에놓아키

우도록한다.

◇우리집건강지킴이공기정화식물

금방시들어버리는꽃보다는오래두고볼수있는

화초를선호하는이들도많다.특히일년내내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공기정화용식물을찾는사람이늘고있다.

공기정화는관엽식물은모두해당된다고보시면

됩니다.잎사귀있는아이들은다공기정화를해요.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계절의 구애받지 않고 키

울수도있어요.

무난하게키울수있는식물은스파트필름(스파

티필름)이다. 세상에서가장키우기쉬운식물로

꼽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꽝손이라고 부르는 초

보들에게추천한다.

스파트필름은 싱그런 초록빛

에잎면적이넓어공기정화

능력이탁월한식물로알려

져 있다.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고 잘 시들지

않는다. 하얗게

피어나는 꽃도

신비롭다. 몸전

체에 돌기가 올

라온듯한흰꽃

심을새하얗고기

다란꽃잎한장이

감싸듯피어있다.온

도와습도만잘유지

해주면연중꽃을볼

수도 있다. 암

모니아, 벤젠,

포름알데히

드, 아세톤, 에

틸알코올등을제

거해주기때문에새

집증후군에히달리는가정에서많이키운다.

스킨다비스(스킨답서스) 역시 공기정화용으로

키우기 쉽다. 뛰어난 번식력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햇볕이들지않는집안에서도잘자란다. 40m길이

까지 자랄 수 있는 덩굴성 식물이라 걸이화분이나

천장높은곳에두면서키우면인테리어효과를낼

수도있다. 일산화탄소제거능력이탁월해냄새제

거용으로주방이나화장실앞에두기도한다.

이국적인느낌을주는몬스테라는카페에서자주

만날수있는식물이다.넓은잎을가지고있어서공

기정화 효과가 높다. 몬스테라는 과습에 주의해야

한다. 봄가을에는겉흙이말랐을때, 겨울에는흙

안쪽까지충분히말랐을때물을주도록한다.잎가

장자리에물방울이맺히거나끝부분이노랗게변한

다면물을줄여야한다.

물주는걸자주잊거나,식물을키우고싶지만관

리가 힘들어 망설인다면 스투키나 다육이, 선인장

종류를키우는것도추천한다.몸안에수분을흡수

하고있기때문에한달에한번씩만물을주면된다.

전문가들은 집안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위치 선

정도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같은꽃화분이나식

물이라도어디에두느냐에따라생명력이달라진다

는것이다.꽃이피는식물은햇빛이드는창가나조

명이밝은곳에두면잘피어난다.공기정화기능이

있는실내용나무중에는통풍이안되거나물이적

으면벌레가생기는경우가있기때문에주의한다.

무엇보다모든식물은정기적으로통풍을시켜주는

게중요하다.

물은 화분크기에따라, 흙의양에따라, 식물의

종류에 따라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을 구입할

때 전문가가 알려주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따라

야한다.물을주는시간은오전이좋다.

/이보람기자bora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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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우리집에

봄꽃향연

새봄 새학기 새생명… 3월이라는단어는늘새로움을연상시킨다.그해의계절이시작되고새학년이되는시기이기때문이다.올해는안타깝게도 코로

나19의영향으로새학기가늦어지고있지만말이다.새봄을되뇌이면봄꽃이떠오른다.연분홍진달래와새하얀백합, 빨간튤립과샛노란프리지아까지색색의

꽃들이가슴을설레게한다.이맘때가되면나도모르게발걸음이가벼워진다.노래를흥얼거리며길을걷다보니어느새꽃향기가득한화원앞이다.겨우내우중

충했던집안에화사한봄을선물하고싶은마음인가보다.

봄꽃하나만으로도집안분위기를화사하게바꿀수있다.화이트장미캄파눌라.

봄날 분홍꽃을피운카랑코에 옹기종기모여꽃을피운샛노란카랑코에 햇볕을좋아하는꽃시네라리아 일년내내꽃을피우는안시리움

새봄엔역시봄꽃

쥬리안 시네라리아 카랑코에 수선화등대표적

인테리어는기본…냄새제거 실내가습효과탁월

사계절초록빛관엽식물

스파트필름 스킨다비스 몬스테라…공기정화탁월

관리어려워한다면 스투키나다육이 선인장추천

식물을키우고싶지만관리에자신없다면다육이,선인장종류를키우는것도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