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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기쁨, 철쭉꽃

애틋한 사랑과 한 맺힌 분노를 참지 못해 눈 녹은 산기슭에 붉은 피눈물로 봄을 알리는 진달래

가 있다면, 그 애절한 아픔을‘사랑의 기쁨’으로 승화시켜주는 꽃이 철쭉꽃이다. 

철쭉

철쭉으로 오해되는 산철쭉

진달래꽃이 준비되지 못한 풋풋한 사랑의 상징이라면, 철쭉꽃은 사랑의 징표(반점)를 남기고 
으스대는 ‘사랑의 기쁨’을 알려준다. 무르익는 사랑에 엿보지 못하도록 독(毒)을 바르고 열정
적 사랑의 징표로 달콤한 침을 바르며 짙은 빨간색으로 ‘사랑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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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꽃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철쭉꽃은 산에 있고, 산철쭉은 정원에서 꽃이 핀다. -

이른 봄 적막한 산야에 일찍 피어 감흥을 준 탓인지는 몰라도 진달래는 인기가 높고 문학작품

에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사랑의 진실’은 진달래꽃이 질 무렵 피어나는 철쭉꽃에 더 담겨있

다. 사랑은 첫눈에 반한 설렘보다 기다림 후에 찾아오는 기쁨이 더 은은하고 감미롭다.

철쭉: 도심이나 일반 정원에서는 보기 드문 꽃(연한분홍)

산철쭉: 계곡이나 물가에 피지만,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진홍) 



- 3 -

○ 이름도 모른 채 빠진 철쭉사랑

해마다 5월 정원에 피는 ‘철쭉’을 이름도 모른 채 좋아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모아 정원에 키운다. 수많은 꽃 가운에서도 정원에서 귀공자의 볼처
럼 품위가 있는 연분홍 철쭉꽃을 특히 좋아한다. 마치 진달래처럼 생겼기에 그저 ‘산진달래’라
고 부르며 오랜 정(情)을 나눴다. 나중에 진달래가 아니라 진달래꽃에 연이어 핀다고 하여 ‘연
달래’로 알려진 진짜 ‘철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철쭉꽃 사랑은 더 깊고 끈끈해졌다. 

만개한 철쭉꽃

철쭉은 진달래보다 서늘한 지역을 좋아해 고도 400-1500m의 높은 지대에 산다. 5월경에 
잎과 꽃이 동시에 피거나 잎이 먼저 난다. 꽃 색깔이 연하며 꽃부리 안에 적갈색 반점이 있
다. 높이가 2-5m로 진달래보다 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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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철쭉 꽃을 ‘철쭉꽃’이라 부르고 싶다.

일반적으로 철쭉은 <연달래>, 산철쭉(물철쭉)은 <철쭉>으로 알려짐.

철쭉꽃만큼 혼란스러운 꽃이름도 드물다. 철쭉꽃은 흔히 ‘산철쭉’으로 알려진 꽃이름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쭉>만큼 혼란스러운 꽃 이름도 드물다. 진달래에 더해 ‘영산홍’과도 혼
동되기도 하지만 매우 흔하고 가까이 있는 꽃이 철쭉꽃이다.

철쭉이란 어원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척촉(躑躅)’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나가던 사
람이 꽃에 매료되어 ‘머뭇거리다’라는 뜻에서 사용되었다 한다. 신라 성덕왕 때 절세미인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친 농부이야기, <헌화가>에 등장하는 꽃도 철쭉이라 한다.

우리나라 고유 향토수종으로 알려진 ‘산철쭉’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산철쭉은 산 계곡
이나 물가에 모여 핀다고 하여 ‘물철쭉’ 혹은 ‘수달래’로도 불린다. 

 진달래를 ‘참꽃’으로 부른 것과는 반대로 ‘철쭉꽃’은 “먹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개꽃’ 혹
은 ‘개나무 꽃’이라 불렀다. 또한 철쭉은 진달래꽃이 핀 후에 연달아 핀다는 의미에서 ‘연달
래’라고도 불렀다.

철쭉이 진달래 다음으로 꽃을 피우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연달아 피는 ‘연달래’, 물가에 피
는 ‘수달래’라는 ‘달래’의 이름으로 알려진 꽃이 ‘철쭉꽃’인 것 같다.

‘철쭉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꽃이고 본래 ‘철쭉꽃’과는 다른 꽃이다. 전문가들도 철쭉과 산
철쭉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묘목시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철쭉’과 ‘산철쭉’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꽃의 진면목은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있다. 진달래건 철쭉이건 모두 산(山)에서 나온 꽃나무이니 “산(山)을 
빼고 철쭉”으로 부르고 싶다. 물가 또한 마찬가지다.

다시 부르고 싶은 이름, 진달래꽃! 나는 철쭉을 ‘연달래’, 산철쭉의 꽃을 ‘철쭉꽃’이라 부르
고 싶다. 그 이름에서 <진달래-연달래-철쭉>이 피고 지며 연계성도 쉽게 감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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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과 산철쭉은 그 색깔이나 생김새가 확연히 다르다.

철쭉(우)과 산철쭉(좌)이 함께 자라기에 그 차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정원

철쭉과 산철쭉은 꽃 피는 시기, 색깔, 꽃과 꽃잎의 모양도 다르기에 확연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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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꽃은 산철쭉을 부르고 다시 영산홍 꽃을 피운다. ◇ 

‘연달래’라는 이름을 가진 <철쭉>의 만개한 꽃과 탐스럽게 내민 수술  

진달래꽃이 지고 연달래 꽃이 피면 산철쭉이 가는 봄을 다시 붙잡는다. 산철쭉 꽃이 질 무렵 

진 빨간 영산홍이 불쑥 솟아나와 초여름까지 진달래 향기를 연이어 전해준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새들이 정원을 찾아 초여름을 재촉하는 노래는 극장의 오케스트라보다 명하모니다.

철쭉(중)과 산철쭉(하)가 피고지고 영산홍(상)이 피는 정원은 3꽃의 특성을 쉽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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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과 영산홍의 구별

철쭉 산철쭉 영산홍

낙엽활엽수로 한 가지에서 여러 개의 꽃 (상록) 1가지에서 1송이 꽃

철쭉꽃과 영산홍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진달래꽃’을 잘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영산홍은 철쭉의 한 종류이지만, 더 늦게 피며 일본에서 전래되었기에‘왜철쭉’이라고도 부른다.

꽃 특성

철

쭉

산철쭉보다 조금 늦게 꽃이 피며, 주걱모양의 잎이 5
장씩 모여 난다.
진달래과의 낙엽 관목이며, 잎이 꽃보다 먼저 돋거나 
잎과 동시에 꽃이 핀다.
꽃은 연분홍색이며 3~7개씩으로 붉고 짙은 산철쭉과
는 다르다.
화관 위쪽에 적갈색 반점이 있으며,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기에 ‘개꽃’이라 한다.

산

철

쭉

4월말에 꽃이 피는 진달래과의 낙엽활엽관목이다. 
잎과 꽃이 같은 시기에 피며, 잎은 가는 선형이며 수
술이 10개이다.
가지 끝에 2~3개의 진한 분홍색의 꽃이 모여 피며, 꽃
부리가 5개로 갈라진다.
상부의 꽃잎 안쪽에는 진홍색 반점이 있다.
진달래보다 잎사귀가 더 좁고 길며, 철쭉보다 잎이 뾰
족하다.

영

산

홍

영산홍은 철쭉의 종류로 조선 세종 때 일본에서 들어
왔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꽃이 진달래보다는 늦
게 피고 철쭉보다는 일찍 핀다고 했다.
진달래는 단일품종이지만 영산홍이 속해 있는 철쭉류
는 품종들이 무척 다양하다.
영산홍은 4∼6월 홍자색의 정열적인 꽃이 피는데 다섯
으로 갈라진 꽃잎의 아랫부분이 붙어 있는 통꽃으로 
꽃받침 5갈래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다.

◉ 꽃이 피는 시기를 잘 관찰하면 진달래와 철쭉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영산홍은 진달래

와 철쭉이 피는 중간에 붉은 색으로 피어나서 철쭉의 존재를 초여름까지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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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꽃 감상

◇ 고상한 연분홍의 자태가 매력적인 천등산 철쭉꽃 ◇ 

진달래꽃이 시들어 갈 즈음 수줍은 듯 꽃망울 드러내며 찬연히 피는 천등산 철쭉꽃. 애잔하
면서 옅은 분홍색의 색감은 은은한 정감으로 나의 가슴을 출렁이게 한다. 

진달래보다 연한 색감의 매력을 보태 꽃망울도 큼직해서 넉넉하고 동시에 피어나는 꽃잎도 
도톰해서 충만함과 여유로움을 주는 꽃이 연달래라 불리는 철쭉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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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이 솟아나는 은밀한 매력의 꽃 ◇ 

★ ‘철쭉꽃’은 왠지 어설프다. 차라리 ‘연달래’라 부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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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철쭉꽃 감상

◇ 철쭉꽃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 ◇

★ ‘철쭉꽃’으로 잘 알려진 ‘산철쭉꽃’은 아무래도 생소하다. 그저 ‘철쭉꽃’이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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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에서 흔히 즐길 수 있는 산철쭉꽃: <철쭉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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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은 철쭉꽃 ◇ 

철쭉은 외롭지 않다. 연달래가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이어가며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기쁨
을 나누기 때문이다. 철쭉꽃 사랑이 시들해질 무렵! 영산홍을 깨우며 더 정열적인 사랑의 꿈
과 희망을 기대한다. 

진달래는 적막한 산야를 물들이는 외로움으로 사랑을 시작한다. 그러나 철쭉이 꽃 필 때는 
주변의 초목이 생동하고 벌과 나비도 많이 모여들어 많은 이웃들과 함께한다. 철쭉꽃이 더 아
름답게 보이는 까닭은 주변에 푸른 초원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듯이 주변 이웃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 인생도 
더 풍요로워지고 고독한 외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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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기슭 진달래꽃이 질 무렵 홀연히 피어나 영산홍을 부르는 철쭉꽃 ◇ 

흔히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철쭉의 배다른 4촌이 영산홍이다. 일본이 원산지인 이 꽃은 조선
시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우리의 공원과 정원에 매우 낯익은 꽃이다.

신라시대 <헌화가>가 나오는 수로부인에게 바쳤다는 꽃은 꽃이 피는 시기나 색깔을 보더라
도 ‘철쭉꽃’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진달래’가 우리에게 더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일찍 핀다는 
점도 있겠지만, 술 담아 ‘두견주’ 마시고 ‘화전’ 부쳐 봄을 노래하는 운치일 것이다. 

철쭉꽃 질 무렵 짙은 홍색으로 피어나는 영산홍은 ‘사랑의 환희’를 느끼게 해준다.

☞ 철쭉과 영산홍의 구분은 https://cafe.naver.com/happyparm/1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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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래와 철쭉이 시들해질 무렵 붉은 꽃으로 피어나는 영산홍 ◇

- 꽃이 붉으면 영산홍, 자색이면 자산홍, 흰색이면 백영산 -

영산홍

자산홍

백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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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의 색깔에 따라 이름이 다른 황철쭉,  백철쭉 … ◇

- 가장 늦게 피고 오래 가는 황철쭉 -

철쭉은 꽃의 색깔에 따라 나뉜다. 대표적인 것이 황철쭉, 백철쭉 또는 백영산이다. 예로부터 
백철쭉과 황철쭉은 매우 희귀하였으나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각양각색의 철쭉이 보
급되고 있다.

황철쭉은 가장 늦게 피며 꽃도 오래간다. 짙푸른 초목 가운데 금빛으로 단장하고 피는 꽃은 
우아함의 극치다. 백철쭉은 순백색의 꽃을 피워 고고한 순결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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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과 영산홍이 함께하는 초여름의 정원의 여유 ◇

Life is Beautiful

One day, One hour, and One Mimute

Will not come again in your entire life.

Avoid Angriness and Speak Lovely to Every Person.

Happiness at that time, oh, old time … I want to go back.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단장하는 정원에서의 삶은 행복 그자체였다. 꽃이 필 때 행복이 꽃

이 질 때 이별을 모르듯이, “인생은 잠시 피고 지는 꽃”과 같다는 점을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