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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생김새

‘단심’이란 꽃의 중심부에 들어 있는 붉은 색 무늬를 뜻하는 것으로  
단심으로부터 퍼져나가는 붉은색 실무늬를
‘단심선’또는‘방사맥’이라 합니다.  

무궁화 단면

무궁화 단심(丹心)

단심

방사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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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하루

무궁화의 구분

전날 21시

0시

6시

12시

18시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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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 꽃 반 겹 꽃 겹 꽃

홑   꽃 : 5장의 기본 꽃잎에 완전한 형태의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춘 꽃
반겹꽃 : 수술의 일부가 변하여 기본 꽃잎보다 작은 속꽃잎으로 발달한 꽃
겹   꽃 : 수술과 암술이 모두 속꽃잎으로 변하여 기본 꽃잎과 속꽃잎 크기가 비슷한 정도



무궁화의 분류 및 종류

꽃의 색에 의한 분류

꽃의 계통별 품종

무궁화는 70여 종의 고유품종을 포함하여 국·내외에 250여 품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50여 품종이 있다.

단  심  계 :

아사달계 :

꽃의 중심부에 단심이 없는 순백색의 꽃

꽃의 중심부에 단심(붉은색 또는 자색계통의 무늬)이 있는 꽃

· 백단심계 : 백색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 홍단심계 : 적색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 청단심계 : 보라색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꽃

백단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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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뫼 배달 사임당 소월 옥녀

)종품신(이별심단서한끼토옥선옥

백단심 새빛 선덕 신태양 심산 우정

원화 일편단심 한마음 한빛 한양(신품종) 한얼단심

배달계

배  달  계 :



달사아보칠달사아달사아새새랑파조청

한얼 향단심 홍단심 홍화랑 화홍

진이 춘향 충무 칠보 탐라(신품종) 한사랑

순이(신품종) 에밀레 영광 우리(신품종) 원술랑 임진홍

삼천리 새아침 새영광 서광 석원도 소양(신품종)

고주몽 난파 님보라 무지개 불꽃 불새

화랑 개량단심 개량자주 1호 계월향 고요로

홍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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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 Hibiscus syriacus L. 
영 명 : Rose of Sharon (신에게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꽃)

한 자 : 無窮花, 木槿花, 天指花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꽃)

※ 세종 25년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무궁화라는 이름이 처음 한글로 쓰여짐.

·동양 최고의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는‘군자국에는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君子國 有薰華草 朝生夕死)’

·독립문 건축 기념행사 때「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말이 처음 사용됨.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순결, 강인함이 무궁화의 생태적 특성과 유사하여

자연적으로 나라꽃으로 자리매김됨.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많은 곳이란 뜻으로 근역(槿域)  

또는 근화향(槿花鄕)이라 하였음

·나무높이가  3~5m 정도까지 자라는 낙엽  활엽수종임.

·꽃은 7∼9월 사이(약 100일)에 계속해서 피고 지며 8월이 절정임.

·한송이의 꽃은 아침에 일찍 피었다가 해가 지면 떨어짐.

·무궁화의 기본 꽃잎은 5개이며 크기는 6∼10cm 정도 됨.

·무궁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과  중국  랴오뚱  반도이며

유사종에  비하여   꽃이  아름답고  추위에  강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심겨지고  있음. 

나라꽃이 된 유래

무궁화의 특성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유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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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얼과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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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지런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

우리 민족의 타고난 근면성과 진취적 정신을 표상

순결하고 진실성있는 겨레의 품성

강인하고 끈기있는 민족정신

한결같음과 강인하고 끈기있는 민족성

이웃과 서로 돕는 겨레의 얼

어떤 고난이 있어도 협동하는 민족의 정신

자기완성뿐 아니라 세계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지향하는 박애정신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정신



역사속에 나타난 무궁화
우리나라의 역사속에 사용된 무궁화의 문양

산해경에 나오는 무궁화 (고조선시대) 봉배귀사도에 나오는 무궁화 모양의 머리장식

일제 강점기에 남궁억 선생은
무궁화 자수지도를 도안

다섯사랑운동회가 제작한 국혼웅비도

독립선언문 원본에 있는 무궁화 대한제국 시절의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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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징물로 무궁화 문양이 널리 사용

대통령 표장 황조근정훈장

십원권지폐 (1946년) 우표 보신각 종

동전 (1966년) 만원권 지폐 (1973년) 기념주화 (86아시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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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전통의학적 효능과 이용

●주성분 : 사포나린(Saponarin) - 항산화물질, 거담효능

●부위별 성분

뿌리껍질 : 탄닌산(Tannic acid) - 무좀, 치질진통

< 달이거나 우려내어 바르거나 찜질 >

꽃 · 잎 : 사포나린 - 거담, 갈증해소, 구토, 식욕회복

< 말려서 가루내어 온수와 함께 복용 >

종 자 : 말발산(Malvalic acid)  -    두통·편두통제, 농창 치료제

< 태운 연기로 환부를 훈연함 >

●기타 효능 : 수면유도, 부인병, 옴병 치료, 진통 및 진정  효과,

육모 및 탈모 방지, 탈항증, 살충효과 등

●우리나라 : 과거에 구황작물로 익힌 잎 사용

●유럽 및 중국 : 잎과 꽃을 허브차로 이용

●일 본 : 궁중요리의 향신료로 익힌 꽃봉오리 사용

의학적 효능(동의보감·본초강목)

각 국의 무궁화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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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속에서의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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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식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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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이용한 번식

무궁화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 또한 강한 식물로 
심고 가꾸는 방법이 손쉬워 작은 정성만으로도 아름답게 키우고 가꿀 수있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씨앗을 통한 번식, 꺾꽂이 번식, 접붙이기 번식 등이 주로 이용됩니다.

1. 씨앗을 채취 : 8월말 ~ 11월초
2. 씨앗은 면이나 마대로 된 자루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
3. 싹틔우기 : 하루 정도 물에 씨앗을 담가둔다.
4. 씨뿌리기 : 씨와 가는 모래를 1:10 정도의 비율로 섞어 적당량을 뿌리고 짚과 같은 재료로 덮어준다.
5. 20일 정도 지나면 떡잎이 나오며 8월 중순경에 20cm이상 자란다.
6. 배합비료는 10cm정도 자랐을 때 준다.

무궁화 묘목 심기

무궁화 가꾸기

1. 뿌리의 길이보다 1/3 가량 더 깊게 구덩이를 판다.
2. 구덩이 밑바닥에 퇴비를 넣고 흙으로 다시 덮는다.
3. 흙 위에 복합비료를 고루 주고 다시 흙으로 덮는다.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지 않도록 한다.
4. 묘목을 넣고 흙으로 구덩이를 1/3정도 덮은 다음 줄기를 잡고 가볍게 당겨서 뿌리 사이에 
    흙이 고루 들어가게 해준다.
5. 나머지 흙을 채운 후 발로 살짝 밟아준 다음 물을 충분히 준다.
6. 겨, 톱밥, 모래, 짚 등을 덮어주어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1. 가지 치기와 가지 고르기를 잘해주어 꽃눈이 많이 생기게 한다.
2. 가지치기는 꽃봉오리가 생기기 전에 해준다.
3. 화분에 심어 기를 때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 일조량이 충분하게 해준다.



홍천군 무궁화 양묘장.품종장

가로수용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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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강산에 무궁화동산을 꿈꾼

                    한서 남궁억 선생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일 나무 밑에다 묻어서 거름이나 되게 하라.“  ”

  내 나이 칠십이고 다 산 몸이 전환을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니, 어서 법대로 할 것을 바라는 것뿐이오. 
                                                            나는 죽더라도 조선 사람으로 죽겠소 .“  ”

구한말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언론인, 궁내부 별군직(別軍職), 칠곡부사(漆谷府使), 
내무부 토목국장(土木局長) 등을 역임하셨고 독립협회에서 활약하셨다. 양양군수(襄陽郡守), 
대한협회(大韓協會)와 관동학회(關東學會) 회장 등을 지내고 배화학당 교사로 있으며 
교과서를 편찬하고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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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 남궁억( 南宮檍)
독립운동가

1863.12.27 ~ 19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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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의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로 평생을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한서 남궁억 선생은 강원도 홍천군 보리울(모곡)에 모곡교회와 모곡학교를 
세우고 겨레의 독립을 열어가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30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심어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무궁화 지도 수본과 노랫말, 무궁화 예찬시와 묘목 보급운동을 통하여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며 독립의 사상과 의지를 키워냈습니다. 

겨레의 심장 홍천에서 피워내신 선생의 무궁화는 
1933년 일제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혀 7만주의 무궁화가 불태워지고, 
선생은 71세의 고령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고 후유증으로 작고하였습니다.

남궁억 선생의 호를 딴 무궁화 품종

한서 새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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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중심도시 홍천

청정지역과 무궁화의 고장을 함축하는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환경과 ‘애국’에서 ‘애향’으로의 시각이미지를 표상화했다.

무궁화를 단순화한 표현으로 가시성과 미래지향성을 높였으며
무궁화 꽃잎의 5색은 각각의 의미를 상징한다.
 
중앙의 꽃술은 탑으로써 문화의 고장과 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쌓아 나간다는 군민의 결집력을 의미하며, 하단부의 녹색(물방울)은
풍요롭고 깨끗한 대지를 상징한다. 

청색은 ‘군민의 기상’을 상징
녹색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상징
홍색은 ‘애향인의 정신’을 상징
황색은 ‘홍천인의 평화’를 상징
적색은 ‘군민의 단합된 열정’을 상징

홍천군 심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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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와 청정자연을 비유한 물방울(얼굴)을 
독특한 동작으로 구성하였고, 
오른쪽 첨단 안테나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해가는 
캐릭터로서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무궁이캐릭터는 심볼마크와 함께 홍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홍천군과 군민 사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천군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특정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통해 홍천군을 홍보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홍천군 캐릭터 - 무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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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거수 무궁화(서석면 고양산)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고양산 중턱쯤에 자란다. 등산로를 따라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나무를 만날 수 있다. 한국동란 전후 절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며 나무는 사찰에서 심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쪽의 큰 나무 한 그루와 서쪽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쌓은 석축 위에 
나란히 서 있다. 큰 나무는 뿌리목에서부터 둘로 갈라져 있으며 가슴높이 부위에서는 5개의 
줄기로 갈라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궁화로 언론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다. 

크기 : 너비 7.8m, 직경 36.7cm, 높이 7.7m
수령 : 약 100년 추정
종속 : 홍단심계
꽃말 : 일편단심, 은근과 끈기, 
          섬세한 아름다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궁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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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636)

서면 보리울의 중앙에 자리잡은 모곡 무궁화동산은 백단심계, 홍단심계 등 3,000여 그루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후학을 양성하면서 무궁화 보급운동에  
앞장섰던 한서 남궁억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깃든 마을이기도 하며, 
한서 남궁억 선생의 기념관과 묘역, 교회, 초등학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이곳을 찾는
방문객과 청소년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과 일제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운동시설, 파고라,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이 있어 방문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모곡 무궁화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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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18)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를 널리 보급한 한서 남궁억 선생을 기념하여 세운 공원으로
공원 안에 남궁억 선생의 시비와 동상이 있어 홍천군민에게 애국·애족·나라사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공원 내에는 향토사료전시관이 있어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홍천 무궁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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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무궁화테마파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홍천로 196-31)

무궁화 중심도시로서 무궁화를 소재로 한 교육·문화 체험의 장으로 2011년 9월 19,559㎡로 
조성하였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송학산림욕장(142,116㎡)이 있어 피톤치드 힐링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