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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존 국내 난 업계는 동양란, 서양난 등 외국산 수입에 주로 의존해 막대한 외화를 지출

해왔다. 향후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기대 효과가 큰 한국춘란의 산업화·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대표 발의된 정책에 따르면 기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

배하는 행위로 한정돼 있던 도시농업 범위에 수목, 화초, 양봉, 곤충 등을 신규로 추가해 범위

를 확대하고, 국가전문자격 제도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토종인 한국 춘란 등

도 육성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자생하는 한국 춘란의 

거래규모는 연간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1) 그러나 국내의 난 관련한 비료, 농

약, 관련 식자재 등은 일본산이 주류를 이르고 있어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한국춘란 변

의종을 발굴하여 활성화 한다면 춘란의 대중화와 산업화는 물론 도시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도시 농업2)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 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전, 공동체 문화, 정서 함양, 여가 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

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농업 운동은 2004년부터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의 도시농부

학교와 상자텃밭 보급행사로 시작하여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도시농업사업, 서울 그린트

러스트의 상자텃밭사업으로 도시농업이 대중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공동체형성, 로컬푸드, 개인의 식생활 건강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

동이 이루어질 것이다.3)

도시농업의 형태로는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영국의 얼랏먼트(allotment), 독일의 클라

인 가르텐(Klein Garten), 러시아의 다차, 쿠바 아바나의 도시농업, 캐나다의 커뮤니티 가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4)

도시농업은 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의 

녹색 관광의 도입과 웰빙(Well-being), 신토불이의 유행을 통해서 도입되었으며 도시생활의 

1) 전업농신문 “한국 춘란 경매, 화훼산업 재도약”, 2015. 10.29.

2) 都市農業, urban agriculture

3)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9790 (2018년 1월 28일 검색). 

4) https://ko.wikipedia.org/wiki/도시농업. (2018년 1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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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간주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토지만 확보되면 모종 및 비료를 팔며 

주말농장은 직접 씨 뿌리고 수확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움을 주었고, 단순히 아

이들의 교육과 주말의 여가를 위한 농사를 통해 '믿을 만한' 농산물 수확 뿐 만 아니라 최근

에는 한국춘란에 대한 산업화 및 대중화를 위한 인식으로 도시농업은 점차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주말농장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장주로부터 농지를 빌려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상추, 

호박, 고추 따위를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농장을 가리킨다.

이 연구는 도시농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한국춘란

의 산업화, 대중화를 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난 배양장 (및 전시장) 시설물에 관한 건축계획

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넓은 토지에 자동화된 비닐하우스에 난초를 재배하는 방식에

서 벗어나, 아파트형 공장처럼 비교적 작은 장소에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형 재배장 즉 복층형 

난 배양시설을 공동으로 구축, 집단배양을 통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부담 절감효과와 난 배

양방식의 교육 및 협력을 유도하여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미래형 도시 농업과 함께 상설전시

장에 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효율적인 아파트형 난 배양장 구축과 함께 상설전시장을 통한 경제성과 접근

성, 한국춘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배양장의 기능은 단순히 난을 키우는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한국춘란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묘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현재,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난 배양

장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로 차광시설 및 통풍시설, 보안시설 등을 

구비하여 각각의 개인적 구역을 정해 단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가인 한국춘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배양하기 위해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보통 농업에서 활용되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다 보니 넓은 장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으

로 토지를 매입, 임대 형태로 운영하여 경제성이 다소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시 외곽

에 주로 난 배양장이 위치하다보니 접근성이 결여되어 특정 애란인들 외에 접할 기회가 쉽지 

않다. 또한 엑스포 등 전시가 필요할 때 고가의 한국춘란을 운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견고

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양란, 수입란 등 외국산 수입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난초에 대한 명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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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부족하여 품질이 우수한 한국춘란 활성화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공단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도시농업에 접목한 

새로운 난 배양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난 배양장이 Horizontal Space라면 아파

트형 난 배양장은 Vertical Space로 광범위한 토지매입 없이 일정 장소를 선택해 세로 형태

로 각 층을 형성하여 일정 구역을 구분하되, 통풍시설 및 차광시설, 보안시설 등을 통합으로 

조절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아파트형 난 배양장은 비교적 작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

근성이 다소 열악한 기존 도시외곽 보다는 도시 내 구축할 수 있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 특히 가정주부에게도 아파

트형 난 배양장을 직접 경험, 일반 가정 베란다에도 난초를 배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한국춘란의 대중화, 산업화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실제 운영 가능한 난 배양시설 모형을 설계하여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지를 활용한 복층형 온실을 울산대공원 내에 배치하고자 한다. 대규모 대지가 필요한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의 배양시설에 비해 대지 비용 절감 및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고 배양

방법 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 춘란의 대중화 및 성장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화훼시장에 품질이 우수한 한국춘란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에 따른 경제적인 수

출효과 또한 창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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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난초정원 및 농업의 추이

2.1. 도시 농업의 미래가치

   도시농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지

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계 순

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 로컬푸드, 개인의 식생활 건강 뿐 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UN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도시 거주자가 많아지면서 

도심근처에서 자연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멀

리 시골까지는 나갈 여력이 안되기에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농업은 산업적인 축면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업자재

의 생산을 촉진해 농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도

시농업은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며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

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시농업은 환경적인 면에서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

어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부합한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 도시 자체의 식량자급이 가능해지

면 식료품 수송에 쓰이는 에너지를 절감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농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서울시의 유휴공간 5,100ha를 텃

밭으로 활용한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만 2,000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으며 

도심에서 농업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소음방지, 수질정화, 토지보전 및 지하수 함양 기능 등 다

양한 효과가 있다.

싱가폴 국립난초정원 (Singapore National Orchid Garden)은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돔에서 매년 2월, ‘세계난전 도쿄대상’을 개최하며 수십만명

의 관람객이 찾는 난 전시회를 통해 산업화,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 세

계 3천여종 10만개 난이 출품되고 있고 오어키드 퀸(Orchid queen, 난과 잘 어울리는 여배

우)을 선정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도 대형 난 전문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대량으로 재배해 

중국 각지에 보급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있던 태화강이 생명의 강으로 살아남과 함께, 울산광역시는 태화

강 국가정원 지정을 요청하며 준비하고 있다. 10년의 기간 동안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수준에

서 연어가 찾아오는 1등급 수준으로, 백로와 떼까마귀가 계절마다 찾아오는 철새군락지로 변

모하였다. 태화강은 생태도시 울산의 명실공히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다. 울산의 태화강이 이

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태화강이 2013년 '대한민

국 20대 생태관광지'와 2017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 태화강이 이렇게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울산시의 의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한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과 시민환경감시원 활동, 수중정화 활동과 같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기여했다.  

이러한 때에 난문화 전파, 난계 동향 및 배양정보 교환, 우수품종 개발 및 정보교환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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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애란인들의 수익증대와 전시회관람 및 순천만 국가정원 등 

생태도시 순천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인 제15회 순천한국춘란전시

회(2018년 3월 10일~11일)의 면모를 보면, 한국의 춘란 시설에 대한 현실을 알 수 있다. 한국

춘란 상설전시관을 소유한 국내 도시는 아직 어느 도시도 없다. 

이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난 상설전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 울산에 필요한 춘란

전시관의 규모와 시설계획을 생각해보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아시아에는 몇 나라

에 란 전시시설이 있으나, 그 위도에 따라 란의 크기가 다양하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적은 

크기의 한국 춘란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위도가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그 위도에 위치한 나

라나 도시에 국한되기 쉽다. 즉 한국과 위도가 같은 중국내 일부도시에 한정되지만, 아직 중

국에도 엑스포와 관련하여 한시적 전시관은 있었지만, 상설 전시관은 없는 편이다. 

이에 울산지역에 한국춘란을 상설 전시하여 난계 동향 및 배양정보 교환, 우수품종 개발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전시관을 계획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애란인이 50만명, 동호회만도 200∼300개, 품종등록이 2천여 종

으로, 전시회는 연 200여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

공판장에 난 경매시장 개설에 그치고 있어 도시농업으로서의 산업화, 대중화가 미흡한 실정이

다. 

국내 한국춘란 산업화, 대중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국제적인 난 엑스포 등 개최

를 통해 국내 난 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국내 화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렵게 여겨지는 한국춘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대중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는 결국 화훼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여가생활과 더불

어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 도시 난초 정원의 해외사례

2.2.1. 싱가포르

국립 난초 정원(National Orchid Garden)

국립 난초 정원은 식물 정원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이다. 국립 난초 정원은 

식물 정원의 서쪽, 3헥타르 가량의 언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원에 서식하는 난초의 종

류는 매우 다양하여, 1,000여종의 순종 난초와 2,000여종의 혼종 난초가 존재한다.

이 정원은 수많은 난초를 제외하고도 버킨 홀(Burkin Hall) 등 다양한 명소를 갖추고 있다. 

버킨 홀은 식민지 시절 농장에 귀속되었던 방갈로를 가리키며, 이 건물은 현재 국립 난초 정

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다양한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딴 다양한 혼종 난초를 전시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유명한 이름은 마가릿 대처이다.

오키다리움(Orchidarium)은 난초 애호가들이 모이는 명소이다. 다양한 종의 난초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탄훈시앙 미스트하우스(Tan Hoon Siang Misthouse)는 다채로운 색상의 

혼종 난초가 대거 서식하는 또다른 철저한 관리 구역이다. 쿨하우스(Coolhouse)는 고지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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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림의 자연을 표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고지대 열대우림에서 야생으로 발견할 수 있

을 법한 난초들이 서식하고 있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Singapore Botanic Garden)은 2011년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가 선정한 반드시 방문해야 할 싱가포르의 명소 291곳 중에서 1위로 뽑힌 바 있다.  60,000

가지 이상의 식물 및 난초를 전시하여 전 세계 최대로 칭송되는 국립 난초 정원(National 

Orchid Garden)도 이곳에 있다. 부키트 티마(Bukit Timah) 중심에는 또한 아시아 최초의 어

린이를 위한 정원인 제이콥 발라스(Jacob Ballas) 어린이 정원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어린이

들이 놀면서 식물의 삶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다.  싱가포르 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무 중의 하나인 템부수(Tembusu)나무를 볼 수 있다. 싱가포르 토착 나무인 이 나무는 150

살 이상 되었다. 2002년 8월에 국립 유산 나무(National Heritage Tree)로서 다른 10그루의 

나무와 더불어 선발된 바 있다. 5,6월 및 10,11월의 꽃 피는 계절에는 템부수 나무의 크림색

을 띤 하얀 꽃들이 일몰 무렵이면 피어나서 강한 향기를 풍기는데 이 향기의 학명인 파그라에

아 프라그란스(Fagraea Fragrans)에 적합할 만큼 강력하다. 가장 아름다운 야생 템부수 나무

의 사진은 초상화 시리즈의 5싱가포르 달러 화폐의 뒷면에 나와있다.

2.2.2. 미국

  도시농업은 미국에서도 큰 이슈다. 지난 몇 년간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 공동체텃밭 등 

도시농업을 다룬 많은 서적이 발간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도시농업을 단순히 여가나 오락

을 위한 활동보다는 식량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

라와 비교해 텃밭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보다 공동체 활동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 텃밭 안에 기부텃밭을 별도 마련해 생산물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그린 섬(Green Thumb)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도시텃밭 조

성 사례 중 하나이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시텃밭을 가꾸고 있던 경작자들이 계속해

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린 섬은 미국 내 

최대 도시텃밭 프로그램으로 현재 600개소의 텃밭에 2만명에 달하는 경작자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체 텃밭마다 음악 및 밋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이곳을 찾아 휴식

을 취하고 여가시간을 보낸다. 시애틀의 도시농업도 그린 섬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부

분의 공동체 텃밭은 기부텃밭을 따로 가꾸어 수확물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고 있다. 시애틀 

공동체 텃밭의 두드러진 특징은 텃밭 운영의 중심적 가치를 저소득 계층이나 소수 집잔 지원

에 둔다는 점이다. 경작자의 4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수확물을 기부하고 있는데 2012년

에는 약 12톤의 수확물을 기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2.3. 독일

  독일 도시농업을 상징하는 것은 클라인가르텐(Kleinegarten, 작은 정원)이다. 20세기초 도

시빈민득의 빈곤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인가르텐이 처음 형성됐지만 현재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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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족이 여가나 오락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주말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클라인가르텐을 찾아 휴식을 취하거나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한

다. 클라인가르텐은 독일 전역에 걸쳐 1만 5,000단지에 100만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도시민은 400만명에 이른다. 베를린에만 2012년 기준으로 6만 7,691개의 클라인가르텐이 형

성되어 있다. 19개의 지역협회와 1만 5,200개의 개별협회가 가입해 있는 여가정원연합회는 

회원수가 총 150만명으로 독일에서의 도시농업의 열기를 보여준다. 독일은 연방 클라인카르텐

법을 제정해 시설의 크기, 면적, 기타 공공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도시농업 형태는 커뮤니티 정원(Community 

Garden)이다. 게릴라 정원으로도 불리는데 도시 내의 버려진 공간이나 공터를 활용한 것으로 

대표적인 커뮤니티 정원은 베를린의 프리세신 가르텐(Prinzessinnengarten)이다. 사용하지 

않는 지하철역과 낙서가 가득한 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사이에 여러 종류의 채소가 쌀자루, 

플라스틱 박스 같은 용기에서 길러지고 있다. 매 시즌마다 약 6만명 이상이 프리세신 가르텐

을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배양법과 수확한 채소를 요리하는 조리법 등을 배울 수 있고 직

접 수확한 채소를 재료로 내부 카페를 이용해 식음료를 맛볼 수 있다.

   2.2.4. 쿠바

   도시농업의 성공적 사례로 쿠바는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가 붕괴하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선택이지만 도시농업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준다. 쿠바는 현

재 도시 및 도시근교 농업활동으로 연간 190만톤의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40만명이 이르며 주요도시 소비식량의 70%가 도시농업을 통해 생

산되어 높은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쿠바는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이루었으며 대표적

인 예가 오가노포니코(Organoponico)로서 농사를 지을 만한 비옥한 토지가 비옥할 때 집약

적 형태로 유기농법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콘크리트 벽돌이나 컨테이너 합판으로 만들어진 판

에 퇴비를 포함한 유기물질을 채워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어 도시 어느 곳에서도 작물을 경

작할 수 있는 장접이 있다. 집약텃밭(Huerto Intensivo)도 쿠바의 도시농업을 뒷받침하고 있

으며 인공적으로 조성된 컨테이너 안에 작물을 재배하는 오가노포니코와 갈리 경작물을 토양

에 바로 심어 기르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지면적이 넓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자급과 판

매에 이용된다. 쿠바는 도시농업으로만 연간 10만톤 이상의 채소와 허브 등을 생산하고 있으

며 파티오라 불리는 안뜰과 소규모 텃밭, 자급 농장이 쿠바의 도시농업을 형성하고 있다.

2.3. 한국 난 배양장의 현황과 문제

2.3.1. 순천 국가정원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오천동, 풍덕동 일원)에 위치한 국가정원이며, 이름에서 느

껴지듯이 순천만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원이다.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조성되었다. 박람회가 폐막한 뒤 2014년 4월 20일에 순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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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구적으로 개장하였고 2015년 9월 5일에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었다. 

2017년에 들어서 이곳과 순천만습지가 광주·전남권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611만 7000명가량의 관광객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순천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사실 정원박람회 개장 초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순천시민들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었고 당시에는 성공은 커녕 중박도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

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처음에는 예산 낭비라는 반대 여론이 높았었고 순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전국적인 관광지들 가운데 하나로 빠르게 성

장했다.

이곳의 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세계정원-

이곳에는 세계 11개 나라들이 참여하여 각 나라들마다 특색 있는 전통양식과 멋을 자랑하

는 정원들을 선보인다. 외국에 가지 않고도 각국의 문화와 전통이 녹아든 전통 정원을 볼 수 

있다.

-참여공원-

작가, 시민, 기업체 등이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30여개의 다

양한 정원이 조성되어 박람회장의 풍성함을 더하고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꾸며나갈 수 있다. 물의 정원, 숲의 정원 : 정원과 호수, 연못, 계곡 습지 등 

물이 가지는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10개의 물의정원과 상수리나무숲, 메타세콰이어 숲, 

소나무숲, 편백나무숲 등 곳곳에 배치된 숲의정원이 있다.

-한방약초원-

‘건강과 웰빙’실현의 장으로서 약초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효능을 테마로한 감상과 체험 공

간인 ‘한방약초원’이 조성되었다. : 산, 들, 물가 등 대한민국에서 야생하는 모든 약초를 

모아 15만㎡의 재배공원과 체험관이 조성되었고, 체질 진맥, 아토피와 당뇨 등 현대사회

에 유행하는 병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식하고 체험하는 약초의 또 다른 세

계를 경험할 수 있다.

-수목원-

주제정원에서는 먼저 세계 각국에서 정원수로 활용되는 다양한 수종을 한곳에 모아둔 세계

정원 수목원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한국정원에서는 조선시대 정원문화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의 식생 변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 난대수목원과 

순천시의 대표 수종인 철쭉을 대규모로 조성한 철쭉원으로 구성되는 남도 숲 탐방 존은 

축제 속에서 색다른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국제습지센터-

정원박람회장의 주제관이기도 한 국제습지센터는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기후변화 등의 글로

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전시연출, 문화행사 및 국제컨퍼런스 등을 주관한다. 아름다운 꽃

이 피고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어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최적의 습지환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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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며, 비오톱 습지는 수생 동식물 및 조류를 관찰하는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됨과 더불

어 습지의 정화기능을 수행한다. 2016년부터 람사르 동아시아센터 사무실이 들어선다. 본

래는 경남 창원시에 있었으나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예산 문제때문에 창원시가 유치를 철

회해 순천시로 옮겨가게 되었다.

-저류지-

홍수예방 기능을 겸비하여 조성된 저류지 공원은 평상시 축구장, 파크골프장, 잔디광장 등

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시민들에게 풍부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스카이큐브-

습지센터 옆에 동물원이 있는데 순천만정원내 지도에 나와있지 않아서 지나쳐가는 사람이 

많다. 34살짜리 거북이 천북이 순북이라고 불린다. 최근에 새끼가 구석지칸에서 놔도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구아나가 더부살이 중이다. 

2.3.2. 울산의 난 배양장

   울산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산업도시로서 외곽 울주군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발전시키기에는 최적의 도시라 할 수 있다. 현재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난 배양장 중

에서는 그림 (3.1)과 같이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33번지에 있는 곳이 대표적이다.  

그림 1. 울산 난 배양장 위치(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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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울산 난 배양장 전경

2.3.3. 국내 난 배양장의 문제

최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난 배양장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결국 도시의 밖으

로 나가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형태일 뿐이다. 기존의 주말농장 및 난 배양장과 같은 도시농업

을 시도하다가 중단한 경우 대부분은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거리

가 멀고, 힘든 도시생활에 도시농업을 함으로써 결국 본래 가질 수 있는 치유의 이미지가 아

니라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이라는 단순한 결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접근성

의 저하로 직결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걸림

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도시농업은 기존의 상업적인 장소와 지자체가 운영하

는 공적인 장소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이용자

의 이용이나 경관을 고려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원예시설의 면적은 2011년 기준으로 약 52,390ha가 되며, 이중 난방되고 있는 면적은 

약 31%에 해당하는 16,260ha에 이른다. 농가에서 소비되고 있는 난방연료의 약 89%는 유류

난방이며, 그 외 연탄 등 고체연료 6.6%, 전기 3.7%, 신재생에너지 0.4%로 순이다. 

시설원예 농업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은 약 0.4%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그동안 지열, 

폐열, 공기열 등 단위열원 중심의 냉난방 연구 진행되어 왔다. 복합열원 방식인 하이브리드형 

냉난방시스템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적정 설계 시 유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비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열, 수열, 태양열, 태양광 등을 이용한 복합열원 이용 방식인 

하이브리드형 냉난방시스템이 주목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5)

5) 동양란 재배하우스에서 하이브리드형 난방시스템의 난방 성능 및 효과 분석

Heating Performance and Effect Analysis of Hybrid Type Heating System at Oriental Orch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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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란 재배에 따른 정서적 영향과 문화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동양 3

국의 난 애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난 재배를 통한 정서적 영향의 정도는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과 한국 순이었다. 난 애호인이 재배를 통해 경험하는 행복감, 만

족감, 자긍심 등의 정서적 영향력 항목에서 한국은 만족감> 자긍심> 행복감 순으로, 중국은 

자긍심> 행복감> 만족감 순으로, 일본은 자긍심> 만족감> 행복감 순으로 각 나라마다 감정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동양 3국에서 동양란을 평가하는 가치와 상징적 인식도 다르게 나

타났다. 동양란의 가치에서 한국과 중국은 동양란의 심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고, 일본은 

동양란의 물질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동양 난의 상징적 인식은 한국과 중국에서 높은데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고, 문화적 영향은 동양 3국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동양란의 상징적 가치에 가장 높은 의미를 두고 있고, 중국은 

동양란의 상징적, 물질적 가치 모두에 높은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동양란의 물질적 가

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국의 난 애호인에게 동양란을 재배하며 느

끼는 정서와 문화의 차이는 각 국의 지리적 특성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추구해왔던 정체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동양란 재배에 따른 정서적 영향과 동양 3국의 동양란의 

상징과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6)

  자생지에서 춘란을 보면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동남향, 또는 남향으로 

위치한 반그늘진 곳에서 자생한다. 그러므로 난 배양장을 구축할 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난

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난 배양장의 입지조건으로는 햇빛이 하루 종일 비

치고 통풍이 좋은 곳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춘란 배양장은 대부분 별도의 토지를 

선정하여 자동화된 비닐하우스를 통해 수평적인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토지

를 매입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춘란 산업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작은 토지에 아파트형 재배장을 공동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 춘란 생산이 

미래 도시 농업으로 볼 때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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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초의 유형과 생육환경

3.1. 난초의 유형

난은 흔히 "난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흔히 난과 식물 모두를 통칭하는 의미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난"은 향기가 좋은 동양란류 를 의미한다. 동양란은 난과 혜로 구분하여 부르기

도 하는데 '난'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꽃대에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일경일 화성의 난을 

말하고, '혜'는 꽃대 하나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는 일경다화성의 난 종류를 가리킨다.  

난과 식물은 전세계적으로 약660속, 25,000~30,000여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

과식물의 종수는 지구상의 꽃피는 식물종류의 약 7%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또한, 난과식물은 외떡잎식물 즉, 단자엽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난은 

종류마다 꽃과 잎줄기의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특징이 서로 다르다. 이들 각종 난초들은 남극

과 북극등 극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분포되어 자라고 있지만, 원예 적인 측

면에서 관상가치가 높고 중요한 종류들은 주로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즉, 북위30°와 남위 30°

사이의 연간 강우량이 1,500~2,000 mm 정도 되는 열대 및 아열대의 삼림지대에 많이 분포

되어 있다. 

그러나 동양란이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대만 등지의 온대기후 지대에서 자라

는 난류를 일컫는데 온대란(temperate zone orchids)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들 중에서 땅속에 뿌리를 뻗고 자라는 심비디움 류를 동양란이라고 부르는데, 온대 

지방산 심비디움(Cymbidium)류는 꽃이 화려하지 않으나 은은한 향기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

다.

한란, 보세, 대명란, 중국춘란, 보춘화, 일경구화, 소심란류, 건란, 옥화란등이 대표적인 동양

란들인데, 대부분 중국이 원산지이나 한란과 보춘화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과 일본에서도 자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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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시마난아과 : 2개 속, 16종 - 서남아시아
Apostasioideae : 2 genera and 16 species, south-western Asia

야쿠시마란[屋丘島蘭]아과는 중축태좌(中軸胎座)로 암술과 수술의 합착이 불충분하고 순판은 거의 방사대칭이
다. 난초과 중에서 가장 원시형이다.

2속 16종이 있으며 야쿠시마란(Apostasia wallichii var. nipponica)이 이에 속한다. 일본(규슈 남부)·동남아시아
에 분포한다.

복주머니난아과: 5개 속, 130종 - 전 세계 온대 지역, 그리고 열대 아메리카 및 열대 아시아
Cypripedioideae : 5 genera and 130 species, from the temperate regions of the 
                world, as well as tropical America and tropical Asia

시프리페디움아과는 순판이 발달하여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

4속에 약 100종이 알려져 있으며 개불알꽃·광릉요강꽃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바닐라아과 : 15개 속, 180종 - 습윤 열대 및 아열대 지역, 북아메리카 동부
Vanilloideae: 15 genera and 180 species, humid tropical and subtropical 
             regions, eastern North America난초과

손바닥난초아과는 덩이뿌리가 줄기 모양이고 꽃줄기 끝에 많은 꽃이 핀다.

주름병아리난초(Gymnadenia cuculata) 등이 여기에 속하며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난아과 석곡아과 : 500여 속 이상, 최소 20,000여 종 또는 그 이상 - 전 세계적 분포
Epidendroideae : more than 500 genera and more or less 20,000 
                 species, cosmopolitan

Monandrae

수염뿌리난초아과는 균근(菌根)식물이며 굵은 뿌리가 다발로 나는 것, 땅에 누운 줄기의 마디에서
뿌리가 나는 것 등이 있으며 전자에는 홍산무엽란(Neottia nidus-avis var. mandshwria)이, 후자에
는 애기사철란(Goodyera repens) 등이 속한다. 한국·일본·중국(난대)에 분포한다.

난초아과 : 208개 속, 3,630종 - 전 세계적 분포

Orchidoideae ; 208 genera and 3,630 species, cosmopolitan

난아과는 착생생활에 적응되어 있으며, 줄기가 가축분지(假軸分枝)하는 무리와 단축분지(單軸分枝)
하는 무리로 구분한다.

전자에는 새우난초속· 춘란속· 석곡속 등이, 후자에는 풍란속· 비자란속 등이 포함된다.

손바닥난초아과· 수염뿌리난초아과· 난아과를 묶어 난아과로 하여 난초과를 3아과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1. 난초의 분류

난초과(蘭草科, Orchidaceae)는 속씨식물 중 가장 큰 식물군이다. 5개 아과로 나뉘며, 약 

850속, 22,000여 종을 포함한다.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하지만 특히 안개가 많은 열대권 산지

에 많이 분포한다. 난초(蘭草, 문화어: 란초)는 원예상 중요한 것이 많으며, 속간 잡종(자연, 

인공 모두)도 적지 않다. 종자식물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과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는데, 속 중

에는 그 분류가 어려운 것이 많다. 1,000종 이상이 주로 아시아의 열대에 분포하는 석곡속

(Dendrobium), 전 세계의 열대·아열대에 분포하는 콩짜개란속(Bulbophyllum), 아메리카 대

륙의 열대에서 자라는 플레우로탈리스속에 포함된다. 여러해살이풀로서 열대에서는 착생란, 

온대에서는 자생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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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바깥쪽 꽃받침조각이 3개이고 안쪽 꽃잎도 3개인데, 그중 1개는 보통 크며 순판으로 

변형되어 있다. 수술과 암술이 붙어서 술 기등을 형성하며, 꽃가루는 1-8개의 꽃가루덩이를 

형성한다. 씨방은 하위로 1개의 방을 가지는데, 익으면 3개의 모서리가 있는 삭과 또는 꼬투

리가 되며, 그 안에는 가루 같은 수많은 작은 씨가 만들어진다.

난초과 분류는 매우 유동적이며, 새로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009년의 APG III 분류 체

계는 난초과를 현재, 아스파라거스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5개의 아과를 인정하고 있다. APG 

분류 체계에 의한 분지도는 <표1>과 같다. 

동양란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온대지역에서 자라는 난을 지칭한

다.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카틀레야속(屬) · 파레놉시스속 · 키프리페디움속 등의 서

양란에 대응되어 나온 명칭이다. 춘란속(Cymbidium), 석곡속(Dendrobium), 풍란속

(Neofinetia) 등의 난들을 모두 가리키나 이중 춘란속 식물들이 대표적인 동양란으로 알려져 

있어 동양란 하면 곧 춘란을 뜻한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동양란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과 일본, 대만 등지의 온대기후 지대에서 자라는 난류를 일컫어 온대란(temperate zone 

orchids)이라고도 한다.

동양란의 꽃은 하나의 꽃대에 하나의 꽃을 피운다. 이에 중국사람들은 한 송이만 피는 것을 

난(蘭)이 라하고 여러 송이가 피는 것을 혜(蕙)라 구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난과 혜 모두

를 난(蘭)으로 통칭하여 부른다. 동양란 중 춘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경다화성이고 춘란 

중에서도 중국춘란 일경구화는 일경다화성이다. 일반적으로 동양란은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며, 일년 내내 은은한 난향의 멋을 즐길 수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동양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⓵ 심비디움(Cymbidium)

⓶ 동양 심비(Oriental Cymbidium or Asian Cymbidium)

-흑란(黑蘭;Cymbidium sinense), 보세란(報歳蘭)

-건란 (建蘭;Cymbidium ensifolium)

-한란(寒蘭;Cymbidium kanran )

-춘란(春蘭;Cymbidium goeringii)

-혜란(蕙蘭;Cymbidium faberi )

⓷ 호접란(蝴蝶蘭;Phalaenopsis)

⓸ 덴파레(Dendrobium Phalaenopsis)

보통 덴파레라고 부르는데 덴파레는 Dendrobium Phalaenopsis을 줄여서 발음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 란의 종류로는 덴드로비움(Dendrobium)이라고 해야 한다. 덴파레

는 일명 Cooktown Orchid 라고도 불리는 덴드로비움의 한 종류일 뿐이다. 덴드로비움

은 희랍어로 마무를 뜻하는 dendron 과 생명을 뜻하는 bios 의 합성어이다. 나무에 착

생해서 꽃을 피우는 란초 종류이다. 히말라야 고지대부터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 및 남

태평양에서 특히 건조한 호주에까지 광범위하게 자라며 종류는 다양하여 1200여종이나 

된다. 여름에 자라고 겨울에 쉬고 봄에 꽃을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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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온시디움(Oncidium)

⓺ 카틀레야(Cattleya)

서양란은 꽃이 크고 화려한 색을 띠고 있어 주로 꽃 자체를 감상하기 위하여 가꾸지만 동양

란은 날씬하게 쭉 뻗어 있는 잎의 곡선미와 수수한 꽃과 향기를 즐기기 위하여 가꾸고 있다.

서양란은 난과 식물 중에서 주로 열대와 아열대지역의 고온다습한 곳에서 자생하는 난을 의미

하며 남미와 동남아시아산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체로 유럽에서 개량되어 양란이라고도 

부른다. 원종의 수는 약 700속 2,500종에 이르며 원산지는 남·북위 30도 이내의 열대·아열대

권의 수목, 바위 등에 착생(着生)하거나 땅바닥에 지생(地生)하고 있다. 

3.2 동양란의 유형

동양란은 1963년 중국의 난 연구가와 일본 애란인들 간에 명칭 통일을 위해 중국, 대만, 일

본, 한국 등지에 자생하는 야생란 중 원예가치가 있는 것을 총칭하여 지칭한다. 동양란은 개

화시기에 따라 춘란, 한란, 혜란, 풍란, 석곡으로 총 5가지로 분류되며 봄은 춘란,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를 한란으로 지칭한다. 

3.2.1 춘란(春蘭;Cymbidium goeringii; Cymbidium virescens Lindley) 

춘란이란 온대성 다년생 식물로 중국대륙에서 자생하는 중국춘란과 대만춘란, 일본열도에서 

자생하는 일본춘란,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지방과 내륙지방에서 자생하는 한국춘란 모두를 합

친 단자엽 식물가운데 난과식물로 심비디움(Cymbidium)속에 속하는 하나의 종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춘란이라고 하면 

봄에 꽃이 피는 난으로 동양란의 자생지인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일본에 모두자생하고 있

다. 예로부터 원예적인 감상가치를 부여받은 품종들인 한국춘란은 봄을 알린다고 하여 보춘화

라고 부르는데, 한국춘란의 학명은 Cymbidium goeringii(Cymbidium virescens Lindley)로 

일본춘란과는 식물학상 같은 위치에 속한다. 중국춘란은 학명이 Cymbidium forressti Rolfe

로 같은 춘란이라도 별종으로 나누어진다. 

꽃은 중국춘란과 마찬가지로 일경일화의 꽃을 피우며 꽃의 색깔은 녹색을 기본으로 한다. 

향기는 없는 듯 약한 미향만을 내기 때문에 화예품 (꽃의 형태와 색채감상)과 엽예품 (잎의 

무늬와 형태감상)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최근에는 남도 지방에서 유향종도 발견되고 있다. 중

국춘란은 일경일화, 일경구화로 맑은 향기를 내며, 대만춘란에는 비아란, 설란, 아리산춘란, 

사란 등이 있다.

일본과 더불어 한국에선 "일경구화"로 부르지만 진작 원산지인 중문학명으로는 "蕙蘭"이라 

한다. 별칭으로  "九子兰구자란"、"九节兰구절란"、"夏兰하란"、"九华兰구화란 " 、"一茎九华일

경구화"、"中国兰"， 일본에선 "一莖九花"으로 부른다. 학명은 Cymbidium faberi이다. 중국에

서도 일경구화는 진귀하고 희귀한 난으로 보고, 국가2급중점보호야생물종 (国家二级重点保护

野生物种)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꽃의 특징]꽃은 4~5월경에 개화하며,보통 한 화경에 6~12송이가 피는 일경다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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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색은 일반적으로 담황록색으로 화판에 심자홍색의 화근과 반점이 있으며, 순판은 백색이

며 자홍색 설점이 있다. 그 외의 화색 즉 도화, 백화, 황화, 적화등은 변이로서 애란인의 수집

대상이 되며, 향기가 맑으면서 춘란과는 달리 농후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香味가 있다고 

표현한다. 일경구화 향은 개체마다 달라서 모두 아름다운 자태을 가지고 있다.

[잎과 뿌리의 특징] 잎은 직립성이 강하고 길이가 20-120cm，엽폭은 0.6-1.4 cm. 잎의 횡

단면은 v자형이고, 잎 가장자리에 거치가 발달되어 있으며,엽맥이 뚜렷하여 춘란과 쉽게 판별

되며, 구경이 발달하지 못하여 작으며 뿌리는 상대적으로 굵고 짧다.

[산지] 중국내륙 중부지방에 동서로1600km 뻗어 있는 "친링산맥秦岭山脉" 이남의 남부, 남

서쪽에 분포  즉. 湖北, 湖南, 贵州, 云南, 陕西, 四川 등지에 분포한다.

3.2.2 혜란(蕙蘭;Cymbidium faberi )

혜란은 주로 잎무늬를 감상의 대상으로 하는데 잎폭이 넓은 것은 대엽혜란, 잎폭이 좁은 것

은 세엽혜란이라고 분류한다.

대엽혜란은 잎이 넓어 남성다운 기개와 웅대함 을 엿볼 수 있으며 잎의 다양한 변이가 있

다. 

대엽혜란은 크게 중구보세, 대만보세, 대명란 (중국의 광동성주변을 원산지) 구별되는데 대

만보세의 다양한 변이품종이 많다. 꽃은 1-3월로 꽃대와 꽃잎 모두 짙은 자갈색으로 백화, 홍

화로 피는 종류도 있다. 

세엽혜란은 주로6-10월에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며 옥화, 건란, 소심란등은 널리 알려진 품

종이다.

3.2.3 한란(寒蘭;Cymbidium kanran )

한란은 초겨울부터 피기 시작하여 맑은 향기와 고고한 자태로 애란인을 사로잡는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한란으로 나누어진다. 

한국한란의 분포는 주로 한라산 남쪽지역인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일원에 걸쳐 해발 

1100-600m사이에 많이 자생한다. 

1976년11월에 천연기념물제191호로 지정되었고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보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도 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일본한란은 산지의 지명에 따라 토좌, 살마, 기주, 장기, 구마천초 한란 등으로 구분한다.

3.2.4 풍란(風蘭)

풍란은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제주도와 다도해 도서지방, 서해안의 홍도 

등지이며 소엽인 풍란, 대엽인 나도풍란이 있다. 

일본에서는 무늬종을 부귀란이라하여 즐긴다. 

3.2.5 석곡(石斛)

장생란이라 불리는 석곡은 5월하순에서 6월중순경에 개화하며 풍란의 산지와 유사하며, 다

양한 잎무늬의 변화, 그윽한 향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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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약초로 사용되어 왔으며, 중국의 본초강목, 조선조의 동국여지승람에 처음 석곡으

로 기록되어졌다.

3.2.6 그 밖에 동양란

금릉변은 중국남부지방이 원산지이고 일본에서도 자생한다. 향은 없고 여러 개의 꽃을 피우

며 양란과 유사하다. 한봉란은 동남아시아의 난대지방에서 자생하며,11월에 개화하며 향은 없

다. 춘한란은 춘란과 한란의 자연교배종으로 보며 중국, 일본 등에서만 발견된다. 1-3월에 꽃

을 피우며 미향을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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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비디움속(Cymbidium 屬) 　

춘란(春蘭)

한국춘란 색화, 복륜화, 소심, 기화, 엽예품

일본춘란 색화, 복륜화, 소심, 기화, 엽예품

중국춘란

일경일화(一莖一花)

매화판(梅花瓣) = 송매(宋梅)

하화판(荷花瓣) = 대부귀(大富貴)

수선화판(水仙花瓣) = 용자(龍字)

소심화(素心花) = 문단소(文團素)

색화(色花) = 주춘취(朱春醉)

사란계(絲蘭系) = 백화사란(白花絲蘭)

기화(奇花) = 녹운(綠雲)

복륜화(覆輪花) = 부수춘(富水春)

일경구화(一莖九華)

매화판(梅花瓣) = 남양매(南陽梅)

소심(素心) = 여의소(如意素)

기타(其他)

춘한란(春寒蘭) – 호덕지화(浩德之花), 일조지예(一條之譽)

설란(雪蘭), 사란(絲蘭), 비아남란 아리산춘란(鼻亞南蘭 阿里山春蘭)대만춘란

한란(寒蘭)

한국한란 제주한란 – 청화(靑花), 자화(紫花), 무설점(無舌点)

중국한란 만월(滿月), 아미산(峨眉山)

일본한란
토좌한란(土佐寒蘭), 구주한란(九州寒蘭), 기주한란(紀州寒蘭), 일향한란(日向寒蘭), 
살마한란(薩摩寒蘭)

대만한란 백앵(白鶯), 유설향(流雪香)

혜란(蕙蘭)

광엽혜란(廣葉蕙蘭)

중국보세(中國報歲) – 상원황(桑原晃)

대만보세(臺灣報歲) – 신고산(新高山), 대훈(大勳), 애국(愛國), 양노(養老)

대명란(大明蘭) – 김화산(金華山), 대명전(大明殿), 봉황(鳳凰)

세엽혜란(細葉蕙蘭)

옥화란(玉花蘭) – 명옥(明玉), 조옥화(爪玉花)

소심란(素心蘭) – 관음소심(觀音素心), 운화소심(雲華素心), 대둔소심(大屯素心), 
용암소심(龍岩素心)

적아소심(赤芽素心) – 봉래지화(蓬萊之花)

준하란(駿河蘭)1) – 복건여변(福建余邊), 대흑(大黑)

장란(漳蘭)2) – 사황청(司黃晴), 자란황(雌蘭黃)

건란(建蘭)
복건김변(福建金邊) – 귀보(貴寶)

대흑(大黑) – 천사황(天司晃)

소엽란(燒葉蘭) – 잔설(殘雪), 김황염(金晃簾)

고금륜(古今輪) – 욱(旭), 옥금(玉錦), 은세계(銀世界)

신고금륜(新古今輪) – 신세계(新世界)

암고금륜(岩古今輪) – 일광(日光), 황기(晃旗)

소란(小蘭) – 소란조(小蘭爪), 소란중호(小蘭中縞)

김능변란(金稜邊蘭)
백화계(白花系) – 백설(白雪)

적화계(赤花系) – 일월(日月), 월장(月章)

한봉란(寒鳳蘭) 한봉란(寒鳳蘭)

덴드로비움속(Dendrobium 屬) 석곡[石斛, 장생란(長生蘭)]

네오휘네티아속(Neofinetia 屬) 풍란[風蘭, 부귀란(富貴蘭), 소엽풍란]

아리데스속(Aerides 屬) 나도풍란(대엽풍란)

표2. 동양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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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데스
(Aerides)

인도 ·미얀마 ·
말레이시아

나도풍란과 비슷한 종류로서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지에 50종 내외가 자생하고 있으며 반다
(Vanda)의 축소형 같은 형태이다. 오도라툼(A. odoratum) ·물티플로룸(A. multiflorum) ·라우렌시
에(A. lawrenceae) 등이 아름답다.

앙그라이쿰
(Angraecum)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풍란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속이다. 재배종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산이며, 대표종인 베
이치(A. veitchii)는 흔히 재배하는 에부르네움(A. eburneum)과 세스퀴페탈레(A. sesquipetale) 간에 
육성한 교잡종이다. 꽃은 겨울에서 초여름에 걸쳐 피는데 40~50일 정도 즐길 수 있다. 꽃이 다 필 
무렵부터 생장기에 들어간다.

아스코켄트룸
(Ascocentrum)

동남아시아
사콜라비움(Saccolabium)이라고도 하며, 동남아시아산으로 반다와 비슷한 작은 착생란이다. 꽃이삭
에 꽃이 밀생하고 쿠르비폴리움(A. curvifolium)과 암풀라세움(A. ampullaceum)이 가장 아름답고 
많이 재배된다.

브라시아
(Brassia)

멕시코에서 브라질
멕시코에서 브라질에 걸쳐 40종 내외가 자생한다. 베루코사(B. verrucosa) ·마쿨라타(B. maculata) 
및 카우다타(B. caudata) 등은 꽃이 섬세하여 많이 재배한다.

불보필룸
(Bulbophyllum)

동남아시아
콩짜개난이나 흑난초와 비슷한 종류로서 30종 내외가 있고 재배되는 종류는 동남아시아산이다. 히말
라야산 크라시페스(B. crassipes)가 추위에 강하고 튼튼하며 꽃도 잘 달린다.

칼란테
(Calanthe)

동남아시아
새우난과 같은 종류로서 원예종으로는 동남아시아종을 선호한다. 알줄기 비슷한 줄기에서 2∼3개의 

잎이 나오며 잎이 쓰러진 다음 꽃대가 나와서 꽃이 총상(總狀)으로 달린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카타세툼
(Catasetum)

열대 아메리카
열대 아메리카산 착생란이며 100종 이상이 있으나 별로 가꾸지 않는다. 통처럼 생긴 가구경(假球莖)
에서 새순이 나올 무렵 암수가 다른 꽃이삭에 달리는 형태가 특이하며, 마크로카르품(C. 
macrocarpum)은 여름에 꽃이 핀다.

카틀레야
(Cattleya)

열대 아메리카
열대 아메리카 원산인 착생란이며 40종 내외가 있다. 잎은 가구경을 형성하고 잎이 2∼3매 달린다. 
꽃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양란 중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많은 종간잡종과 속간교잡종이 있다. 종류
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코일로지네
(Coelogyne)

동남아시아
히말라야
네팔

동남아시아에 많이 분포하는 착생란이며, 특히 히말라야와 네팔이 원산지로서 유명하다. 초 겨울이면 
꽃눈이 나와 중간 무렵부터 봄에 걸쳐 꽃이 핀다. 알줄기는 건조기를 잘 견디고 꽃이삭과 꽃 형태에
도 변화가 많으며, 크리스타타의 변종인 홀로류카(C. christata var. hololeuca)도 이에 속한다.

심비디움
(Cymbidium)

동남아시아와 인도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자란다. 일반적으로 자생란류에 속하지만 반착생성인 것도 있다. 창포잎처럼 
싱싱한 잎이 달린 커다란 난초이며, 보춘화와 한란 등의 작은 난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양란으로 분
류하고 있다. 꽃은 크고 화려하지만 향가가 없다. 최근에는 배수체로 된 개량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프리페디움
(Cypripedium)

열대 아시아
분류학적으로는 파피오페딜룸(Paphiopedilum)이지만 관습적인 옛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 열대 
아시아산이고 잎과 꽃모양이 독특한 것이 많으며 자이개스(P. gigas) 등이 있다.

덴드로비움
(Dendrobium)

열대 아시아에서 
뉴질랜드까지

열대 아시아에서 뉴질랜드까지 분포하는 착생란이며 1,000종 이상이 있다. 온대 자방산에 비하여 화
려하고 크다. 고귀석곡(高貴石斛:D. nobile)은 중국 윈난[雲南]산으로 한국에서도 온실에서 기르고 있
다.

에피덴드룸
(Epidendrum)

북아메리카에서 
중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중 ·남아메리카에 걸쳐 자라는 착생란으로 80종 중에서 20종이 재배된다. 추위에 강
하고 형태 변화가 가장 많다. 과테말라산 라디칸스(E. radicans)는 덩굴성이며 꽃은 작으나 빛깔이 
아름답다.

라일리아
(Laelia)

멕시코 브라질
멕시코에서 브라질에 걸쳐 자라는 착생란이다. 카틀레야류에 속하며 화분괴가 8개인 것이 다르다(카
틀레야는 4개). 안셉스(L. anceps)는 꽃대가 50∼80 cm로 자란다.

리카스테
(Lycaste)

열대 아메리카
열대 아메리카에서 자라는 자생란이지만 착생성도 있다. 마크로필라(L. macrophylla)는 대형이며, 
분홍색 꽃인 스키네리(L. skinneri), 황색의 크루엔타(L. cruenta) 등은 매우 우아한 종류이다.

온시디움
(Oncidium)

중 ·남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

중 ·남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에서 자라는 착생란 약 350종 중에서 30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가구경
과 잎 모양 등이 종에 따라 다르다. 과테말라산은 가구경이 없고 잎은 육질이며 꽃 모양은 작은 형이
다. 한국에서는 흔히 나비난초라고도 부른다.

팔레놉시스
(Phalenopsis)

필리핀·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
말레이시아 ·미얀마에 50종 내외가 자생한다. 11월에서 3월 사이에 꽃이 핀다. 실레리아나(P. 
shileriana)는 잎에 무늬가 있고 분홍색 꽃이 아름답다. 타이완산 아프로디테(P. aphrodite)는 순백
색 꽃이 핀다.

프라그모페딜룸
(Phragmopedilum)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에서 12종이 발견되었고 원예종도 개발되었다. 시프리페디움류에 
속하며 상록성이고 원줄기가 없으며 한 꽃대에 1∼3개의 꽃이 달린다. 롱기폴리움(P. longifolium)과 
슐리미(P. schlimii)의 교잡종인 세데니(P. sedenii)가 있다.

소프로니티스
(Sophronitis)

브라질
브라질산 소형의 아름다운 착생란이며, 카틀레야류에 속한다. 그란디플로라(S. grandiflora)가 대표종
이다. 세르누아(S. cernua)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주홍색 계통과 카틀레야 간에는 속간잡종(屬間
雜種)도 많이 만들어졌다.

반다
(Vanda)

인도 ·미얀마 및 
말레이시아 등지

인도 ·미얀마 및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자라는 착생란이다. 꽃은 늦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핀다. 코에
룰레아(V. coerulea)는 꽃이 아름답고 창포잎 같은 잎이 부챗살처럼 퍼지며, 마디 사이에서 기근(氣
根)이 내린다. 30종의 원종과 많은 원예품종이 있다.

지고페탈룸
(Zygopetalum)

열대 아메리카, 
특히 브라질북부지역

알려진 종류로는 20종 내외이나 재배종은 얼마되지 않는다. 마케이(Z. mackayi)가 대표적인데, 순판
(脣瓣)의 자주색 반점이 아름답고 향기가 우수하며, 12월에서 3월 경에 꽃이 피며 30~40일 정도 즐
길 수 있다.

표3. 서양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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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춘란의 유형

  3.3.1. 한국 춘란의 특징

  

한국 춘란은 예부터 봄을 알리는 꽃이라 하여 한국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란 일명 보춘란이

라 지칭하는 식물 중 희소성, 관상성, 배양성을 갖추고 원예적 가치가 있는 난을 총칭한다. 

춘란 변이종은 화예품으로 일컫는 꽃 변이종과 엽예품인 잎 변이종으로 분류된다. 

꽃 변이종은 초록색과 더불어 복색, 홍색, 주황색, 자주색, 황색, 백색, 분홍색, 수채화 등 

다른 색의 꽃이 조합을 이룬 종을 의미하며 잎 변이종은 초록색 외 다른 색의 무늬 또는 선이 

들어 있거나 변형된 난으로 복륜반, 호반, 호피반, 사피반, 단엽, 기엽 등이 있다.

우리나라 춘란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어지고 있다. 봄을 알린다는 뜻의 보춘화(報春花)

가 대표적이며 꿩밥, 장풍, 여달래 등이 있으나 학명은 Cymbidium goeingii이다. 앞서 자생

분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쪽은 장산곳, 동쪽은 간성에서 남으로 해안선을 따라 해발 

200~400m에서 자생한다. 내륙지방은 추풍령이 남에서만 볼 수 있으며 주로 서, 남쪽해안 지

방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춘란을 비롯하여 한란, 풍란, 석곡 등 100여 종의 난이 

있는 우리나라 자생란의 보고이기도하다.

보춘화라 불리는 춘란의 99%이상이 일반 춘란이다. 색화(色花)인 화예품(花藝品)이나 잎무

늬 품종인 엽예품(葉藝品)은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것도 수년 동안 남획 채집한 관계

로 감상의 가치를 지닌 난을 이제는 자생지에서도 발견하기 쉽지 않아 앞으로는 채집된 희귀

종을 번식 보존시키는 일이 애란인들의 소임으로 남게 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화려하지 않으면서 유향(幽香)이 있는 중국춘란을 감상하며 즐겨왔던 것과는 

비교된다. 우선 향이 없다는 것이 한국춘란의 큰 흠이기는 하지만 잎의 색이 농녹색이고 잎면

이 광택이 흐르고 거친 거상(鋸狀)과 우아한 곡선미를 갖춘 자태가 각별한 매력이다. 향이 없

는 대신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과 무늬는 크게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색화는 중국춘란에는 거의 없다 시피해서 일본에서는 만년청(万年靑) 원예전통의 경향이 상

당히 육성되어 왔다. 일찍부터 춘란 한란들을 꽃색(花色), 엽자(葉姿), 엽형(葉形) 등으로 구분

하여 배양되어 왔다. 이것은 일본 독특한 원예로서 발상 근원이 되었다. 한국춘란도 일본춘란

과 성품이 대동소이한 관계로 감상의 내용이 비슷하여 동양적 감각과 세련미를 만족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화색은 언제나 꼭 같지 않고 온도 습도 일광 등 관리 방법에 따라 색채가 조금씩 다르게 변

화된다. 야간온도를 저온으로 관리하게 되면 체내에 당이 축적되어 색소를 안정시켜 주므로 

발색이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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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홍화

(a) 홍림

홍화는 그 자체의 색체가 섬세하고 미묘한 미학이
다. 홍화는 순수한 적색의 꽃보다는 노랑색이나 흰
색 등이 가미되어 다양한 색으로 발색된다. 꽃잎에
붉은색을 띄며 7월에서 8월 사이 포토 밑에 꽃눈을
맺는다.
건강한 난초는 4촉 이상이면 꽃눈을 맺는다. 수태나
난석소립으로 포토부위를 덮은 후 9월∼10월 이내
화통으로 바꾸면 되는데 조기 차광이 중요하며 12월
말이나 1월초 화통을 제거하여 섭씨 10도 이하에서
아침 햇빛을 주면서 2월말 즈음 꽃을 피운다. 한국
춘란 중 홍화 종류로는 홍림, 일출, 다홍, 천등, 뜨는
해, 거홍, 화랑 등이 있다.

(b) 삼원홍

② 주금화

(a) 옥보

주금화는 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이
다. 황색이나 홍색의 한 가지가 아닌 두 계열의 색
이 서로 녹아들어 금빛이 나는 색으로 색상 또한 난
꽃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색이다.

황색에 가까운 주금화에서 홍색에 가까운 주금화까
지 넓은 범위를 가지며 한국 춘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화이다. 홍화와 동일하게 꽃을 피우나 화
통 제거는 전시회 출시 20일∼25일전 즈음 제거하여
차가운 곳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서 꽃을 피운
다.

한국 춘란 중 대표적인 주금화 종류는 태화루, 큰별,
옥보, 주홍보, 주몽, 노고단, 주대봉, 아사달 등이 있
다.

(b) 주몽

③ 황화

(a) 황우

눈이 부신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고, 또한 그런
픔종을 가장 많이 선보이는 색화가 황화이다. 발색
이 어렵고 고정성이 약하나 짙고도 맑은 색상을 가
진 품종으로 짧은 한국 춘란 역사 속에 뿌리를 내렸
다는 것은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황화는 주금화와 동일하게 7월∼8월 화통을 씌워 전
시회 출시 20일∼25일전 즈음 화통을 제거하여 꽃을
피운다. 한국 춘란 종류로는 살구, 황나리, 황우, 개
나리 등이 있다.

(b) 개나리

④ 색설화

(a) 진묵
색설화는 꽃잎에 자색 또는 홍색의 색이 묻어 있으

며 주금화와 같이 꽃을 피우면 된다. 초기 하나의

품종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우수한 색설화가 등장

함에 따라 이제는 독립된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설에 색이 진하게 퍼져 있으면 귀하게 여긴다. 종류

로는 진묵, 금산, 산울림 등이 있다.
(b)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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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두화

(a) 천운 두화는 꽃이 아주 작고 꽃잎을 피웠을 때 원형을

띄며 수태나 난석을 덮지 않고 자연 그대로 꽃을 피

우면 된다.

두화는 춘란 중에서도 동심원이 가장 뛰어난 꽃으로

관상의 포인트가 앙증맞음이므로 8개의 동심원을 다

갖추지 않더라도 우수품으로 인정받는다.

종류로는 천운, 일출화, 철옹성 등이 있다.(b) 일출화

⑥ 자화

(a) 흑진주

색화에서 자화는 완전한 자화가 아니라 홍색의 색소

에 엽록소가 들게 되어 검게 표출되는 색상을 일컫

는다.

한국 춘란 자화는 혀가 꽃잎의 주부판과 마찬가지로

짙은 자색의 색설이거나 혹은 색설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꽃대와 포의에 자색 근과 색소가 아주 진하

고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자색의 꽃을 피우며 수태나 난석으로 차광하여 주금

화 기준으로 피우면 된다. 종류로는 만인보, 묵단,

흑진주 등이 있다.

(b) 묵단

⑦ 소심

(a) 운정소
소심은 혀, 꽃대, 포의, 꽃잎 등 어느 곳에도 바탕색

이외의 잡색을 허용하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꽃을

말한다. 따라서 꽃색은 투명하만치 깨끗하고 맑으며

취록색, 담록색 등으로 청정감을 더한다.

한국 춘란에서 설에 색이 없으면 흰색을 띄며 선비

의 청렴함과 깨끗함을 상징하 듯 밝고 산재할 때 소

심을 발견하면 그날 운수대통으로 여긴다. 한국의

소심에는 운정소, 일란소, 정은소, 십자성 등이 있다.

(b) 일란소

  표4. 춘란의 분류

   그밖에도 한국 춘란 화예종에는 원판화, 산반화, 복색화, 서반화, 산반 복륜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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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춘란의 잎 변이종

① 복륜반

(a) 남산관

복륜반은 무늬색인 황색 또는 백색이 잎 가장자리

에 테두리로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잎의 끝에서부

터 기부 끝까지 가장자리에 백색이나 백황색이 선

장으로 나타나는 무늬 형태이다.

일반 복륜과 신라처럼 단엽복륜 등 현재 엽예 중에

서 품종이 다양한 편이며 산채 신품종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복륜반으로는 남산관, 단엽복륜

신라, 계백, 동선 등이 있다.

(b) 계백

② 사피반

(a) 청옥산 사피반은 춘란에서만 나타나는 무늬로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뱀의 껍질 무늬 같다고 ‘蛇’를 붙인 사피반은 잎에

무늬색이 들고 다시 무늬색에 녹색의 작은 점들이

흩뿌려진 모양인데, 잎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고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류로는 청옥산, 곤룡포, 미리내 등이 있다.(b) 곤룡포

③ 호피반

(a) 사계

녹색의 잎에 호랑이 가죽처럼 얼룩얼룩한 무늬와

같다고 호피반이라 하며 어느 식물보다도 춘란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연녹으로 올라와 가을이 되면서 뜨거운 햇빛

아래 굽듯이 소출하여 완성되는 녹과 황의 뚜렷한

대비는 호피반의 특징이다.

대절반이 뚜렷이 나타날수록 귀한 품종으로 여긴

다. 종류로는 사계, 운무령, 해와달, 진경 등이 현재

인기를 끌고 있다.

(b) 운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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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엽종

(a) 송림

단엽종은 말 그대로 정상의 난잎 보다 짧은 잎

을 가지고 있으며 잎에는 라사지가 뚜렷할 수

록 귀품으로 여긴다.

단엽종은 잎의 감상을 기본으로 하는 품종이므

로 엽폭이 넓고 땅딸막한 잎모습의 품종을 최

고로 친다. 종류로는 송림, 남의, 구암 등이 있

으며 서반 단엽 중에는 백록, 만년설 등이 있

다.

(b) 백록

⑤ 중투

(a) 송정
중투는 엽예 중에서 제일 많은 품종과 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복륜과 반대로 잎 가장자리 가

운데 백색 또는 황색으로 무늬가 들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종류로는 금강산, 아가씨, 송정, 수광, 진주수,

금강보, 장군, 유강 등 그밖에도 많은 품종이

있다.
(b) 진주수

⑥산반중투

(a) 선비
산반이란 섬세하고 짧은 선들이 호처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의 집합체로 잎끝에서 아래쪽을 향해

잎의 엽맥과 평행하거나 약간 기울어진 백색 또

는 황색의 선들이 긁힌 빗살처럼 들어가 있는 무

늬의 형태를 지칭한다. 산반중투는 중투와 비슷하

나 색의 거치가 일정하지 않고 거칠며 황색이 대

부분이며 백색은 아주 귀한 품종이다. 종류로는

황금박쥐, 선비, 지민, 천황금 등이 등록되어 있

다.
(b) 천황금

표5. 춘란의 분류-2

   그밖에도 한국 춘란 엽예종에는 서산반, 산반, 서반, 감복륜 등 많은 우수품종이 있다.

  3.3.3. 소심 이예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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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화소심 청홍소

적화소심은 홍화계의 이예품으로 모든 소심 품

종 중에 최고로 평가받는다. 순수한 적색의 꽃

보다는 노랑색이나 흰색 등이 가미되어 다양한

색으로 발색된다.

②주금소심

(a) 명보

주금색의 이예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많은

품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종류로는 동광, 태홍

소, 명보 등이 있다.

(b) 태홍소

③ 황화소심

(a) 보름달

황화소심은 황색의 이예품으로 최근에는 발견

되기가 쉽지 않은 품종으로 개인 난실에서 배

양하기에도 그 수량이 많지 않는 귀함 품종이

다. 종류로는 보름달, 관음, 청향소 등이 있다.

(b) 청향소

④복륜소심

(a) 초가

가장자리에 황색 또는 백색 무늬가 있으며 수많

은 복륜화 중에 복륜소심 이예품은 무척 희귀하

다. 종류로는 초가, 사모소 등이 있다.

(b) 사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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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춘란 자생지 분포도

⑤중투화소심

(a) 선경

중투화소심은 복륜소심과 반대로 꽃잎 안쪽에
무늬를 띄고 있는 품종이다.
종류로는 선경, 천해소, 금화소 등이 있다.

(b) 천해소

  

표6. 춘란의 분류-3

소심도 다른 난과 같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꽃잎의 모양, 설판의 형태, 봉심 및 비두의 

형태 등이 명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다 소심의 교유 품성인 깨끗한 청정성과 지고

지순함을 갖추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자태를 갖추면 더욱 명품으로 평가 받게 된다. 한국 춘

란 소심은 우수품이 아주 많아 그밖에도 산반소심, 호화소심, 복색소심, 백화소심 등 많은 품

종이 발견되어 난 애호가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3.4. 춘란의 생육환경

  우리나라 춘란의 분포는 남으로는 제주도에서 북쪽의 백령도

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휴전

선 근방까지 자생지가 발견되었으며, 서울 바로 아래 지방인 경

기도 양평에서도 춘란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춘란은 온대성 다

년생 식물로, 주로 전남과 전북, 경남지방의 해발 100∼400m의 

낮은 산중턱이나 야산지대에 자생하며, 높은 산에서는 자생하지 

않는다. 침엽수 및 낙엽활엽수나 상록활엽수의 숲속에서 자라며, 

알맞게 햇빛이 조절되는 동향과 남향의 환경사지에서 많이 자생

한다.

   기온은 연평균은 12∼13℃이고, 겨울의 평균기온은 0∼2℃ 

이상인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 군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북한

계선을 충청남도와 태안반도 남쪽인 안면도와 경상북도의 영일

만을 연결하는 선으로 잡았으나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계속적으

로 북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안에는 백령도까지, 동해안에는 

강원도 고성까지 춘란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춘란의 자생지는 겨울철 기온이 높고 건조하지 않는 곳이 적

지이며, 소나무가 많은 동남향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많이 군생하고 있는데, 이는 서해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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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성 기후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눈 속에서 월동과 습도를 잘 유지하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자생지 여건이 비교적 좋은 곳에서 명품 또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춘란의 성지로 불리는 전남의 함평· 영광·장성 그리고 경남의 진주 주변, 남해 도서지방에서는 

명품이 많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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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춘란 배양장의 계획

4.1. 난 배양장의 미래유형

  이 연구에서는 도시외곽을 벗어나 도시내 Vertical Space 형태인 통합 아파트형 난 배양장

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인 누구나 직접 한국춘란을 배양하여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기반한 

문화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에게 난초

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한국춘란 대중화와 시스템화를 이루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이번 장에서는 국내에 보편화되어 있는 평면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벗어나 난 배양장을 수직

형(Vertical) 아파트형으로 구축하고자한다. 배양장의 형태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직

형 온실(Vertical Greenhouse)을 참고하였다. 

4.1.1. 성장 동력 수직형 농장(Growing Power Vertical Farm)

   미국은 농업 선진국으로서 광활한 면적의 토지에 경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직

형 농장(Vertical Farm)으로 대표적이며 여러 형태의 농장이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좁은 지

역에 도시농업을 접목하기 유용한 그림 4의 성장 동력 수직형 농장(Growing Power Vertical 

Farm)을 참고하였다. 성장 동력(Growing Power)은 도시농업의 선구자 중 하나인 윌 알렌

(Will Allen)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미국 밀워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6개의 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사무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성장 동력 수직

형 농장(Growing Power Vertical Farm)은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식물, 야채, 

허브 등을 연단위로 배양할 수 있는 온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육, 회의, 조리공간 

등이 활용되고 있다. 각 층에는 빛을 조절하는 차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

해 층간 이동을 수월하게 배치하였다. 급수시설 및 보안시설 등은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조절되

어 연간 재배가 가능하도록 구비하였으며 배양하는 온실 외에도 편리시설 등을 구비하여 일반

인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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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장 동력 수직형 농장(Growing Power Vertical Farm, 밀워키, 미국)

4.1.2. 하이브리드 수직형 농장(HYBRID VERTICAL FAR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그린(GREEN)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조성된 하이브리느 수직형 농장

(Hybrid Vertical Farm)은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3층의 Parool 타워를 재활용하여 리

모델링한 새롭고 독특한 형태로 농장과 함께 호텔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농장

을 방문하여 재배 및 배양과 동시에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옥외 잔디를 조성하고 숙박시

설을 구비하여 복합 레저공간으로 활용한 형태이다. 파로올 타워(Parool Tower)는 옥외 천장

과 건물 서쪽 절반을 햇빛에 노출시켜 조양과 차광효과를 조절하며 북쪽은 최적의 호텔 공간

으로 조성하여 도심속 자연친화적인 특별한 경관을 제공한다. 이는 원예학상 특별한 개념을 

도입한 사례로 뉴타운 조성시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파로올 타워(Parool Tower) 

저층은 숙박시설로 활용되며 농장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방문자에게 제공되며 도시농업에 관

한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농장에 축적된 태양열은 순환기계장

치를 통해 실내 온도와 온수를 조절하여 겨울철을 대비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차광시설을 통

해 저장된 열을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통합컨트롤시스템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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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이브리드 수직형 농장(HYBRID VERTICAL FARM,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4.1.3. 스카이 그린(SKY GREEN)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수직형 농장(Vertical Farm)을 토대로 국내 적

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난 배양장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는 아파트형 공장은 이

미 활용되고 있으나 농장은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황으로 해마다 주말농장과 같은 여가생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득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

는 아파트형 난 배양장 구축은 신선한 도전일 수 있다. 그림 6은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수

직형 농장(Vertical Farm)으로 일명 스카이 그린(SKY GREEN) 프로젝트를 소개한 것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난 배양장 기초모델로서 시범적용을 통해 한국춘

란 배양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 방법을 고안하고 선진국 기술 노하우를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

인 배양장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구축된 환경 조성 기술을 토대로 한

국춘란 배양은 물론 산업화,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 주말농장의 의미를 넘

어선 복합레저공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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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파트형 난 배양장 기초모델(SKY GREENS, 싱가포르)

4.2. 입지의 가능성

이러한 배양장은 현재 도시내 다양한 건물들의 부분들의 유휴공간에 소규모로 들어설 수 있으

며, 도시내 노후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주를 

이루는 주거의 형식이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많은 수요가 가능하며, 유휴시설 규모에 다양한 

모델의 설치가 쉽게 들어 설 수 있다.

4.3. 설비계획

4.3.1. 난대

  난 배양장에서 난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화분 정도까지는 조립식 간이난대

를 사용하면 되지만, 분수가 늘어나거나 별도 배양장을 만들었을 경우는 난대도 그에 맞게 설

치되어야 한다. 난의 배양과 관리상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소재는 샷시,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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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 등이 있으나 나무는 잘 썩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적합하지 않아 샷시를 가장 많이 선호

한다. 난대는 상·하 2단으로 할 경우 위아래 사이 충분한 간격이 필요하며 여러 종류의 난을 

배양하고자 하면 계절에 따라 한란과 보세, 춘란류의 위치를 바꾸는 등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

다.

  4.3.2. 통풍시설

  난은 다른 식물과 달리 바람을 좋아하므로 특별히 통풍시설을 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통풍

이나 환풍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므로 인위적인 통풍시설 설치

해야 한다. 그리고 관수 후에는 반드시 인위적인 통풍이나 환풍이 필요하다.

   환풍기에 의해 강제로 실내공기를 배출시키는 배기팬을 난실 윗부분에 설치한다. 실내공기

가 순환되어 화분 속에 바람이 들어가도록 하고, 내부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믹싱팬, 

즉 실내공기 순환장치도 갖추면 좋다. 그리고 난실 윗부분에 벽걸이 선풍기, 바닥부분에 바닥

용 선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7. 통풍시설

   

  4.3.3. 난방시설

  난실의 관리에서 가장 많이 드는 유지비는 아마도 난방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11월에서 

4월까지가 난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다. 난방시설에는 전기온풍기, 전기보일러, 가스·기름보

일러, 전기히터 등이 있다. 온풍 난방은 열풍이 난잎에 직접 닿을 수도 있고, 갑자기 더워졌다 

빨리 식으며 난실 안이 쉽게 건조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비해 온수보일러는 열이 서서히 

전체로 퍼지면서 온도변화도 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온실 내의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고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전기난방장치도 개발되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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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한다. 난 배양장 온도조절은 내부 각 영역에 영향 미치는 전기히터에 배출된 온기를 

상부 곳곳에 설치된 송풍기를 5분 간격으로 작동시켜 전체적인 공기순환을 유도하며 온도가 

하강시 난방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을 통해 전체적인 온도 평준화를 유지한다.

그림 8. 난방 컨트롤 시스템(Control System) 및 송풍기

  4.3.4. 차광시설

  반음지식물인 난은 햇빛을 직접 받으면 표면온도 상승에 따라 난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광량을 맞추기 위하여 햇빛의 차광시설이 필요하다. 차광은 주로 차광막을 이용하며 차광막 

자동 개폐기 시스템으로 차광을 조절한다. 난 배양장 천정은 차광률 50%의 차광막으로 실내 

3단, 실외 1단인 4단으로 조성하며 측면은 2단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차광막 실내 3단은 

보온목적의 1단과 여름 차광목적의 2단, 겨울 보온목적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 개폐

시스템을 통해 햇빛의 강도를 조절한다. 



- 35 -

그림 9. 차광막 Control System

   또한, 온도 뷰어 센서(View Sensor)와 CCTV를 설치하여 난 배양장 내부 온도 및 차광효

과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차광막 시스템(System)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 배양장 측면에는 그림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외 1단과 실내 1단 사이 약 1.5m의 

완충 공간(Bumping Space)을 별도 구성하는데 이는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시 직접적인 접

촉을 피하고 희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10. 완충 공간(Bumping Space)

   4.3.5. 솔레노이드 밸브 시스템 

   솔레노이드 밸브는 주로 유압 펌프에서 가해진 힘을 작동 기기의 시동, 정지 및 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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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변환하는 목적으로 유압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난배양은 주기적으로 일정

한 시간에 일정한 물을 공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타이머(Timer)를 설치하여 설정을 통해 원하는 시

간에 물을 배출함으로서 물공급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1. 솔레노이드 밸브 시스템

  4.3.6. 보안시설

  난은 고가이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이 필요하다. 아파트 난실의 경우 큰 문제

는 없겠으나, 그 외의 난실에서는 반드시 보안장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4.3.7. 기타 배양 소품     

   ① 물동이 : 소장하는 분수에 맞추어 한 번의 물주기를 실시할 만큼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동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온과 기온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고, 여름의 경우 수돗물을 바로 주면 염소성분이 강해서 난에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물동이에 물을 받아서 주는 것이 좋다.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할 때도 적당한 크기의 별도 물

동이가 필요하다.

   ② 물뿌리개 : 가장 많이 다루는 용구라 할 수 있다. 배양자가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선택

하는데, 물줄기가 너무 세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지는 것이 좋다.

   ③ 분무기 : 공기가 건조할 때 엽면분무 등을 하기에는 물뿌리개 보다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분무기는 약제의 살포 시에도 이용되는데, 잎의 요소요소를 골고루 주기 위해

서 분무기의 꼭지가 자유로이 움직이고 잘 분사되는 것을 준비한다.

   ④ 온도계 : 난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용구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실온을 알

려주는 것에서 일교차의 확인 및 가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최저최고온도계, 온실의 안과 

밖을 동시에 나타내는 온도계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 37 -

   ⑤ 습도계 : 통풍과 온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습도를 맞추어 주는 일이다. 특히 온실이

나 실내 등에서 기를 때는 꼭 필요한 용구가 되겠다.

   ⑥ 지온계, 수온계 : 난실 온도와 분 속의 온도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분 속의 온도를 재

는 지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수 시 반드시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본 후 실시해야 하므로 수

온계도 준비해두어야 한다.

   ⑦ 조도계 : 햇빛의 조도를 재기 위하여 필요하다.

   ⑧ 계량기 : 농약살포 시, 특히 수화제의 경우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서 사용해야 하므로 

청평저울이 필요하다.

   ⑨ 붓 : 잎에 먼지나 지저분한 것이 묻었을 때 해충을 제거할 때, 화장토를 정돈할 때, 새

촉의 성장을 파악할 때, 물을 준 후 새촉 등에 고인 물을 빨아들일 때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이 붓이다. 붓은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⑩ 핀셋 : 난분 위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배양토를 넣을 때, 뿌리와 뿌리 사이

나 벌브 주위의 배양토를 집어낼 때 사용된다.

   ⑪ 가위 : 오래된 뿌리나 마른 잎들을 잘라내는 데 쓴다. 끝부분이 좁은 것으로 날카로운 

것을 사용하며,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한 후에 사용한다.

   ⑫ 칼 : 벌브를 자르는 데 사용한다. 벌브와 벌브를 잘라서 갈라야 하기 때문에 칼 끝은 

가늘고 납작하고 날카로운 것이 좋다. 칼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⑬ 분갈이용 삽 : 배양토를 분에 심을 때는 분갈이용 삽을 사용하게 된다. 삽 안을 보면 

미립자를 걸러내기 위한 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⑭ 채 : 배양토에 미세한 분말이 혼합되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배수가 나빠지는 

원인을 불러 뿌리를 썩게 하는 결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배양토를 선별하거나 골고루 섞는 데 

사용되는 것이 체이다.

   ⑮ 고무망치 : 뿌리가 꽉 차서 분을 깨야 할 경우나, 심을 때 배양토를 다지기 위하여 분

벽을 치는 용구로 필요하다.

   ⑯ 라벨·유성펜 : 분갈이 후 분마다 라벨에 내용을 적어 꽂아두어야 하는데 필요하다.

4.4. 공간계획

4.4.1. 기업형 난 배양장의 위치와 설계도 

  이 연구에서는 산업공단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시설에 착안하여 선진국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여가 및 레저 등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농업형 6차 산업에 기반한 스

마트 난 배양시설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한국춘란 시장은 전국 애란인들

의 일반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량, 각종 차광, 온도 및 보안시설 등을 구비

함에 따라 대지 비용에 따른 비용손실 및 접근성 결여에 따른 유통망 부재 등 일반인들이 쉽

게 접하지 못함에 따라 도시농업으로서 활성화가 쉽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 제

시하고자 하는 난 배양시설 모델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 복층형 

Vertical 난 배양장을 구비함으로써 전국 애란인들을 비롯 일반인에게도 주말농장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한국춘란 미래형 배양시설 모델이며 이를 토대로 6차 산업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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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형 도시농업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4.2. 난 배양장 건축지 선정기준

한국춘란은 연평균 12∼13℃, 겨울 평균기온 0∼2℃ 이상인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 비교적 

낮은 산중턱이나 야산지대에서 군생하는 온대성 다년생 식물이다. 본고는 춘란의 자생환경에 

어려움이 없는 경남권인 울산광역시에 난 배양장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산광역시는 

196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단지를 개발하면서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이 집중된 산업도시로

서 인구 약 110만명이 밀집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도시농업이 추구하는 도시민 생활 환경과

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울산광역시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주말농장 및 

여가, 레저 등에 관심이 생겨나면서 일반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높아져만 가는 대지 비용에 따른 비용손실을 저하하고 유통 및 전시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울산 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울산대공원 내부에 복층형 난 배양장 건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

다, 

   그림 12는 울산대공원 부지 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난 배양장의 건축 위치를 표기한 것

으로 울산대공원의 정문, 동문, 남문의 3개의 출입문 중 비교적 교통과 유통이 수월하고 전시 

및 경매 등 비교적 접근성이 원활한 남문 SK광장 좌측 평지 잔디밭을 선정하였다. 남문에는 

남부순환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울산 IC와 근접하여 전국 유통에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며 

난 배양시설의 근거리에 위치한 SK광장은 일반인들이 자주 애용하고 각종 전시회 및 행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전시 효과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난배양시설

그림 12 난 배양시설 조성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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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난 배양장 설계도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난 배양장 시설은 지상 1층 주차장을 포함한 난 배양시설 2, 

3, 4층과 차광시설 등을 구비한 지붕형태의 옥상구조이며 각 1층당 가로 30m, 세로 12.8m, 

높이 4.5m로 지붕을 제외한 18m의 복층형 Vertical 형 온실이다. 난실에 적합한 층고는 실

유효 높이 3~4m가 적당하며 이는 난대높이 950mm(사람의 손이 닿는 작업에 용이한 높이), 

자동관수 1500mm, 식물등 1700mm, 그리고 작업을 위한 조도등(형광등) 2500mm를 고려해 

볼 때 구조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3m의 유효 높이가 필요하다. 1층 주차장은 상

부에 환기창을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난 배양시설이 위치한 각 층은 그

림 13 (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면은 온실 내부에 바람이 원활히 유입할 수 있도록 통유리 

형태로 바람의 정도에 따라 여닫이가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또한, 난 배양시설 모델 외곽에는 

그림 13 (b)와 같이 옥상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시설과 창호시설, 방범보안철망을 조절할 

수 있는 Valve System이 설치되어 실내를 보다 넓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

다. 각 난 배양시설에는 형광등 및 자동관수 System이 설치되어 필요시 배양 난초에 원활한 

빛과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림 13 (c)는 각 층에 배치되어 있는 난대의 상

세도를 표기한 것으로 각 난대에는 난걸이가 설치되어 있어 난초 고정 및 높이 조절할 수 있

도록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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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도 (b) 측면도

(c) 난대 입·평면도

그림 13. 난 배양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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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상 1층 주차장 평면도

(b) 지상 2, 3, 4층 난실 평면도

그림 14 난 배양장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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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배양장 모델의 지상 1층 주차장 평면도는 그림 14 (a)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울산대공원 

야외 주차장 외에 난 배양시설 내부에도 총 12∼1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 행사 및 유통을 위한 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각종 전기실 

및 보일러실, 공동 쓰레기장을 모두 지상 1층 주차장 공간에 배치하여 지상 2층부터 시작되는 

난 배양시설과는 확연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면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난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난의 운반에는 카트등이 사용됨을 고려하

여 무장애 설계가 되어 있어야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난 배양장 2, 3, 4층은 동일한 구조의 형태이며 각 층당 개인 난실은 임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급수시설, 난대, 난걸이, 선반 등을 배치하여 옥상 차광시설과 더불어 최적의 한국

춘란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층에 배치되어 있는 개인 난실 규모는 가로 9.8m, 

세로 6m의 특대 크기 1실, 가로 약 4.9m, 세로 4.8m 크기 3실, 가로 약 3m, 세로 4.8m 크

기 5실로 총 9실이 배치되어 지상 3층과 4층을 합쳐 총 27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배양

되는 한국춘란의 개수는 개인난실당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기타 편이시설로는 난실이 배

치되는 각 층마다 소방시설과 화장실, 휴게실 등이 배치되어 사용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한국의 춘란 뿐만아니라 기타 동양란, 서양란등의 경우에도 같은 시설의 규

모를 적용할 수가 있으며 종의 특징에 따라 별도 공간층을 만들어 운영하면 최상의 시설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적 한국춘란 배양 시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앞서 

소개한 설계도를 토대로 모형을 3D로 구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a) 난 배양장 내부 측면도 (b) 난 배양장 외부 측면도

그림 15 난 배양장 내·외부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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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와 16은 난 배양장의 내·외부 설계도를 제시한 것으로 각 그림 (a)는 1층 주차장 

내부 모습과 에서 2, 3, 4층 난 배양시설 내 각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의 배치모습을 표현하였

으며 (b)는 시설 외부 설계도로 온도 및 습도, 바람 등을 시설 내부에 설치한 조절 System과 

별도로 효과적인 창문 배치와 여닫이 방식을 통해 최적의 한국춘란을 배양을 할 수 있도록 고

려하였다.

(a) 난 배양장 내부 정면도

(b) 난 배양장 외부 정면도

그림 16 난 배양장 내·외부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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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연구는 기존 동양란, 서양란 등 외국산 수입에 주로 의존해 막대한 외화를 지출해왔으

며 향후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기대 효과가 큰 한국춘란의 산업화·대중화 방안 모색이 주목적

이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자생하는 한국 춘란의 거래규모는 연간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추정

되고 있고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한국춘란 변이종을 발견하여 활성화 한다면 춘란의 대

중화와 산업화는 물론 도시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난 배양장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주말농장 및 난 배

양장과 같은 도시농업을 시도하다가 중단한 경우 대부분은 장소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접근성의 저하로 직결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쉽게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부가 가치 품목인 한국춘란은 전국적인 유통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

장에 난 경매시장 개설에 그치고 있어 도시농업으로서의 산업화, 대중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한국춘란 산업화, 대중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난 엑스포 등 개최를 통해 국내 난 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국내 화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효율적인 난배양장 구축 및 한국춘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난 배양장이 Horizontal Space라면 아파트형 난 배양장은 Vertical 

Space로 광범위한 토지매입 없이 일정 장소를 선택해 세로 형태로 각 층을 형성하여 일정 구

역을 구분하되, 통풍시설 및 차광시설, 보안시설 등을 통합으로 조절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아파트형 난 배양장은 비교적 작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다소 열악한 기존 도

시외곽 보다는 도시 내 구축할 수 있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한국춘란의 대중화, 활성화는 곧 개인적 소득창출 뿐 아니라, 기존 수입에 의존해 있던 

국내 화훼시장에도 지속적인 품질 우수한 한국춘란이 출시됨에 따라 경제적인 수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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