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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angea macrophylla ‘Verena’ and ‘Moonstar’ were tested in the heated and the non-heated
greenhouses to accelerate the flowering period. Compared to ‘Verena’ that have been
continuously grown in the bare ground, ‘Verenas’ moved to the non-heated greenhouse have
bloomed about a month earlier. Compared to the ‘Moonstar’ that has been left in the bare
ground, the ‘Moonstar’ moved to the heated greenhouse, bloomed about two months earlier.
Applying this, it seems that if the farmhouse installs a separate facility and warms it up, it
will be able to help the farmhouse economy by harvesting flowers during the off-season.
‘Moonstar’ and ‘Moonlight’ grown in the heated greenhouse, where the conditions for flowering
buds do not fit, were moved to the bare ground, the heated greenhouse, and the non-heated
greenhouse, respectively. Although all individuals bloomed, deformed were shown in
‘Moonlight’ kept in the heated greenhouse, and deformed flower buds formed in ‘Moonlight’
moved to the bare ground. This was not a normal flower bud differentiation condition, so it
appears that deformed flower buds were formed. Looking at the results of differentiation
between ‘Moonstar’ and ‘Moonlight’, it is expected that ‘Moonlight’ has a slower flowering
period than ‘Moonstar’ due to the nature of the species.

Keywords
fist blooming date, heated greenhouse, Hydrangea macrophylla ‘Moonstar’, Hydrangea
macrophylla ‘Moonlight’, non-heated greenhouse

서 론
수국은 Rosales(목) Saxifragaceae(과) Hydrangea(속)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꽃이 크고 화려
하여 분화용으로 널리 쓰이는 작물이다. Hydrangea 속에는 Hydrangea macrophylla, Hydrangea

paniculate, Hydrangea arborescens, Hydrangea quercifolia 등이 있다. 현재 원예용으로는
Hydrangea macrophylla 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1]. 잎의 길이가 다른 화목류에 비해 넓고 크기
때문에 수분 요구도가 매우 높아 수국(水菊)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Hydrangea macrophylla는
소형 가임화가 중앙부분에 있고, 이를 꽃잎을 지닌 대형 불임화가 감싸고 있는 형태의 화서를 지닌다.
수국 꽃받침의 색깔은 분홍, 흰색, 청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고, 개화 후 시간이 점차 지나면
꽃받침이 녹화한다.
국내 분화 재배는 강진, 평창, 영월, 청주시 등 전국에 걸쳐 조금씩 재배되고 있다. 강진 지역
의 재배면적은 13 ha로 약 38만 5천 분을 생산하고 있다[2]. 국내에 분화 수국의 가격은 크기나
가지수에 따라 다양하다. 2019년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화분 1개당 최소가격은 1,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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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gric. Life Sci. Vol. 58 ｜19

Lim et al.

최고 가격은 130,000원이다[3]. 출하시기는 4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5월까지 원활한 출하량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국(Hydrangea macrophylla)은 개화가 끝난 7월부터 여름철 영양생장이 시작된다
[4]. 여름철 영양생장이 끝난 후 단일 조건이 형성되고, 야간온도가 11℃–18℃ 이하로 유지될 경우
꽃눈분화가 촉진된다[5]. 꽃눈분화가 완료되면 휴면이 시작되고 휴면타파를 위해서는 4℃–7℃ 내외
에서 6주 이상 저온처리가 필요하다[4]. 휴면이 타파되고 나서 4월 중순부터 개화가 시작된다. 습도
가 20% 미만에서는 꽃눈이 말라 죽고, 습도가 60% 이상에서는 꽃눈이 부패하기 쉬우므로 적절한
습도 관리가 필요하다[6].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고 난 후에 마지막 성애는 꽃눈을 얼려 죽이는 경우
도 있다[7].

Hydrangea macrophylla와 Hydrangea quercifolia는 전년도와 이번 연도에 자란 가지에서 꽃
눈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꽃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꽃의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적절한 전정이 필요하다. Hydrangea paniculata와 Hydrangea arborescens는 이번 연도
에 자란 가지에서만 꽃눈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늦은 겨울이나 이른봄에 전정하
는 것이 좋다.

Hydrangea macrophylla는 파랑, 핑크, 보라, 초록 그리고 흰색의 꽃이 피며, 6월 초에 피기
시작해서 7,8월에 완전히 개화한다[7]. Hydrangea paniculata는 흰색, 크림색, 연한 핑크색의 꽃이
피며, Hydrangea macrophylla가 시들어 갈 때쯤 개화한다. Hydrangea arborescens는 초록색의
꽃이 시간이 지나면 하얀색으로 변하며, 봄에 개화하기 시작해 여름 중반까지 꽃이 핀다. Hydrangea

quercifolia는 흰색의 꽃이 시간이 지나면 핑크색으로 바뀌며, 여름에 개화하기 시작해 9월 초반까지
꽃이 핀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 품종에 대한 Hydrangea macrophylla의 꽃눈분화에 대한 논문은 있으나,
국내 개발 품종의 개화생리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개발 품종 Hydrangea

macrophylla ‘Moonstar’와 ‘Moonlight’의 꽃눈 분화 발달을 시기별로 관찰하고자 한다. 또한 꽃
눈분화가 5–6단계인 ‘Moonstar’와 ‘Verena’를 노지에서 가온 온실에 넣어 개화 생리를 관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농가에 적용하였을 경우, 수국 비수기에 꽃을 수확하여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전남대학교 화훼원예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Hydrangea macrophylla ‘‘Moonstar’, ‘Verena’,
‘Moonlight’를 처리 당 3개씩, 총 36개의 화분을 이용하였다. 4월 초순에 출하를 하는 하계재배의
경우, 꽃눈 발달이 5–6단계인 식물체를 저온처리를 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한다[6]. 이를 적용하여

Hydrangea macrophylla ‘Moonstar’, ‘Moonlight’의 꽃눈분화 단계가 5–6단계 개체로 실험을
시작하였다(Fig. 1).

2. 실험 방법
1) 환경관리
2020년 1월 14일에 전남대학교 노지에 있는 처리구들을 가온 온실에 넣었다. 2020년 1월 11일
부터 가온 온실은 야간 온도와 주간 온도가 1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가온하였다. 노지의 경우,
1, 2월의 평균온도가 4.9℃였다. 무가온온실의 경우 1, 2월의 평균온도가 8.99℃였고, 3–5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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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al stage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 of Hydrangea macrophylla ‘Verena’ in the
bare ground under a microscope (KL200LED, Carl Zeiss). Stage 1 (A); Stage 2 (B); Stage 3 (C);
Stage 4 (D); Stage 5 (E); Stage 6 (F); Stage 7 (G).
평균온도가 14.6℃였다.

2) 실험구 설정
단일조건에서 야간온도가 11℃ 이하에서 꽃눈분화가 억제되고 휴면에 돌입하게 된다[6]. 따라서
1월 중순에 휴면이 끝났다고 가정한 뒤에 실험구를 설정하였다. 대조군으로 ‘베레나’와 ‘문스타’를
계속 노지에 놔둔 실험구 1을 설정하였다. 촉성재배를 하기 위해 노지에서 무가온 온실로 이동한
실험군 2번으로 설정하였다. 무가온온실은 공기를 가둬 놓기 때문에 가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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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촉성재배를 하기 위해 노지에서 가온온실로 이동한 실험
구 3번을 설정하였다. 꽃눈분화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한 개체에 지속적으로
가온처리를 해도 개화를 하는지 궁금하여 ‘문스타’와 ‘문라이트’를 가온 온실에 계속 놔둔 실험구 4번
을 설정하였다. 꽃눈분화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한 개체를 가온온실에서 무
가온 온실로 이동해서 개화시기를 살펴보고자 실험구 5번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꽃눈분화 조건
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한 개체를 노지로 이동해서 개화시기를 살펴보고자 가온
온실에서 노지로 이동한 실험구 6번을 설정하였다.

3) 조사일
1월 14일, 2월 18일, 3월 17일에 꽃눈분화를 관찰하였고, 각각의 최초 개화일을 화분별로 조사하
였다.

4) 실체현미경 관찰방법 및 최초개화일 관찰
가장 크기가 큰 정단부 꽃눈을 채취하여 꽃눈을 감싸고 있는 엽을 핀셋으로 제거하였다. 메스를
이용하여 꽃눈부분만 수평 방향으로 자르고, 실체현미경(KL200LED,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관찰한 후 꽃눈분화 단계를 7단계로 구분하였다[8]. 실험구별로 최초로
개화한 꽃의 사진을 찍었다.

5)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
시기에 따른 꽃눈분화 발달단계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꽃눈
은 온실에서 채취 즉시 증류수에 침지하여 2% Glutaraldehyde+2% Paraformaldehyde in PB
buffer(pH 7.2) 용액에 4℃에서 4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PB buffer로 3번 각각 20분 동안 수세하였
다. PB buffer(pH 7.2)로 조정된 OsO4에 4℃에서 1시간 동안 고정한 후 PB buffer로 3번 각각
20분 동안 수세하였다. 고정시킨 후 에탄올 50%, 70%, 90%, 95%에 각 30분씩 그리고 100% 에탄
올에 20분씩 2번 상온에서 탈수하고, t-butyl alcohol에 20분씩 2번 탈수하였다. 시약을 완전히
제거한 후 –20℃ 냉동고에 1–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동결건조기(FD8508-FD8518, ilshin Freeze
Dryer series)에 30분 동안 건조한 후 desiccator에 보관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를 이온코터
(108auto, CRESSINGTON SPUTTER COATER)를 사용하여 set 20mA에 200초 동안 2번 백금
코팅한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꽃눈을 관찰하였다.

결 과
1. 꽃눈분화 단계
노지에 있는 Hydrangea macrophylla ‘베레나’의 정단부 꽃눈을 7단계로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Fig. 1). Giles(2008)[8]의 Hydrangea macrophylla ‘Hermann Dienemann’의 꽃눈분화 단계에
따라 꽃눈분화 단계를 정하였다. 꽃눈분화 발달 1단계는 정단분열조직이 특성화된 후 정단이 넓어지
고 엽원기가 생성되었고, 9월 10일에 최초 발견되었다(Fig. 2). 꽃눈분화 발달 2단계는 정단이 부풀
어 오르고 돔이 형성되었고, 9월 10일에 최초 발견되었다. 꽃눈분화 발달 3단계는 가운데의 꽃차례분
열조직이 5개의 분열조직 돔으로 나뉘었고, 10월 8일에 최초 발견되었다. 꽃눈분화 발달 4단계는
꽃차례분열조직이 9개로 나뉘었고, 10월 15일에 최초 발견되었다. 꽃눈분화 발달 5단계는 많은 수의
꽃차례분열조직 돔을 만들고 구형을 형성하였으며, 11월 19일에 최초 발견되었다. 꽃눈분화 발달
6단계는 꽃의 기관을 형성하게 될 조직의 경계가 선명해졌고, 11월 26일에 최초 발견되었다. 꽃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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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evelopmental stage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 of Hydrangea macrophylla ‘Verena’
in the open field and the first flowering date of experimental 1, 2, and 3: Experimental 1 kept
in the bare ground, Experiment 2 moved from the bare ground to the non-heated greenhouse,
Experiment 3 moved from the bare ground to the heated greenhouse. The flower bud differentiation
observation day means the day when the flower bud differentiation was first observed.
화 발달 7단계는 꽃의 기관인 꽃받침, 꽃잎, 수술의 분화가 일어났고, 12월 28일에 최초 발견되었다.

2. 꽃눈분화 실체현미경 관찰 및 개화시기
실험구 1번의 ‘베레나’는 1월 14일에는 꽃눈분화 7단계, 2월 18일에는 분화완료, 3월 17일에는
꽃눈분화 7단계였고, 5월 20일에 최초로 개화하였다(Fig. 3). 실험구 1번의 ‘Moonstar’는 1월 14일
에는 꽃눈분화 6단계, 2월 18일에는 꽃눈분화 6단계, 3월 17일에는 분화 완료했고, 5월 20일에 최초
로 개화하였다(Fig. 4). 실험구 2번의 ‘Verena’는 1월 14일에는 꽃눈분화 7단계, 2월 18일에는 꽃눈
분화 7단계, 그리고 3월 17일에는 꽃눈분화가 완료되었고, 3월 27일에 최초로 개화하였다. 실험구
2번의 ‘Moonstar’는 1월 14일에는 꽃눈분화 7단계, 2월 18일에는 꽃눈분화 7단계, 3월 17일에는
꽃눈분화 7단계였고, 4월 22일에 최초로 개화하였다. 실험구 3번 ‘Verena’는 1월 14일에 꽃눈분화
가 완료되었고, 2월 17일에 최초로 개화하였다. 실험구 3번 ‘Moonstar’는 1월 14일에 꽃눈분화
5단계였으나 빠른 속도로 2월 18일에 꽃눈분화가 완료되었고, 3월 19일에 최초로 개화하였다. 실험
구 4번 ‘Moonstar’는 1월 14일에 꽃눈분화가 6에서 7단계로 진행 중이었고 2월 18일에는 꽃눈분화
단계가 7단계였다(Fig. 5). 3월 17일에 꽃눈분화가 완료되었고, 5월 20일에 정상적으로 개화하였다.
실험구 4번 ‘Moonlight’는 1월 14일과 2월 18일에 꽃눈 분화단계가 5단계였고, 3월 17일에는 꽃눈
분화 7단계였다. 최초개화일은 4월 9일이었으나 최초로 개화한 꽃이 기형적인 꽃이었고 이 꽃을 제
외한 나머지 꽃은 모두 정상이었다. 실험구 5번 ‘Moonstar’는 1월 14일에 꽃눈분화가 6–7단계로
진행 중이고 2월 18일에 꽃눈분화가 7단계였다(Fig. 6). 3월 17일에는 꽃눈분화가 다시 6단계였다.
이는 최대한 큰 정단부 꽃눈을 채취하려 해도 남아있는 꽃눈이 2월 18일보다 크기가 작은 정단부
꽃눈을 채취하였기 때문에 진행단계가 더 앞단계인 것으로 추측한다. 최초개화일은 5월 20일로,
‘Moonstar’의 경우 실험구 4번과 5번의 개화일의 차이가 없었다. 실험구 5번 ‘Moonlight’는 1월
14일에는 꽃눈분화 6단계였고 2월 18일에는 꽃눈분화가 6에서 7단계로 진행 중이었다. 3월 17일에
는 꽃눈분화가 완료되었고, 5월 11일에 최초로 개화하였다. 실험구 6번의 ‘Moonstar’는 1월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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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hotomicrograph of the development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s during the month of
Hydrangea macrophylla ‘Verena’ and ‘Moonstar’ and the first blooming date: Experimental 1 kept
in the bare ground, Experiment 2 moved from the bare ground to the non-heated greenhouse,
Experiment 3 moved from the bare ground to the heated greenhouse.

Fig. 4. The flower bud differentiation stage photo of Hydrangea macrophylla ‘Moonstar’ on January
14 and the first flowering date of experimental 1, 2, and 3. Experimental 1 kept in the bare ground,
Experiment 2 moved from the bare ground to the non-heated greenhouse, Experiment 3 moved
from the bare ground to the heated greenhouse.
는 꽃눈분화 6단계였고, 2월 18일에는 꽃눈분화 단계 4–5단계였다. 2월 18일에 채취한 꽃눈은 꽃눈
을 감싸고 있는 엽의 색깔이 갈색이고 물러졌다. 3월 17일에는 꽃눈분화 단계가 5에서 6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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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photomicrograph of the development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s during the month of
Hydrangea macrophylla ‘Moonlight’ and ‘Moonstar’ and the first blooming date: Experimental kept
in the heated greenhouse, Experiment 5 moved from the heated greenhouse to the unheated
greenhouse, Experiment 6 moved from the heated greenhouse to the bare ground.

Fig. 6. The flower bud differentiation stage photo of Hydrangea macrophylla ‘Moonstar’ on January
14 and the first flowering date of experimental 4, 5, and 6: Experimental kept in the heated
greenhouse, Experiment 5 moved from the heated greenhouse to the unheated greenhouse,
Experiment 6 moved from the heated greenhouse to the bare ground.
중이었다. 실험구 6번의 ‘Moonlight’는 1월 14일과 2월 18일에 꽃눈분화 단계가 6단계였고 3월
17일에 분화가 완료되었지만, 꽃눈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갈변한 부분도 있었다(Fig. 7).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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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flower bud differentiation stage photo of Hydrangea macrophylla ‘Moonlight’ on January
14 and the first flowering date of experimental 4, 5, and 6: Experimental kept in the heated
greenhouse, Experiment 5 moved from the heated greenhouse to the unheated greenhouse,
Experiment 6 moved from the heated greenhouse to the bare ground.
구 6번의 ‘Moonstar’와 ‘Moonlight’ 모두 가온 온실에서 노지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꽃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초개화일은 6월 8일이다. 6번 처리구의 ‘Moonstar’와
‘‘Moonlight’가 실험구 6개중 가장 개화가 늦었다.

3. 꽃눈분화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시기에 따른 꽃눈분화의 발달 단계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전처리를 실시한 후, 정
단부 꽃눈을 관찰하였다[9]. 2020년 3월 3일에 ‘Moonstar’, ‘Moonlight’ 그리고 ‘Verena’의 정단
부 꽃눈을 관찰한 결과, 모두 꽃눈분화 7단계를 보였다(Fig. 8A, 8B, and 8C). 하지만 꽃눈의 수분이
증발하여 꽃눈이 수축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Fig. 8A, 8B, and 8C). 이에 전처리 시 탈수 시간을
각각 30분으로 늘리고 아세톤으로 상온에서 20분씩 2번 더 탈수하였으며, 동결건조 시 시료를 바로
액체질소에 담그지 않고 –20℃ 냉동고에 1–2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전처리 후 2020년
3월 25일에 관찰을 실시하였다. ‘문스타’는 꽃눈분화 완료와 꽃눈분화 7단계를 보였다(Fig. 8D and
8E). ‘문라이트’는 꽃눈분화 7단계를 보였다(Fig. 8F). 하지만 꽃눈이 수축하는 현상이 다시 발생하였
다(Fig. 8D, 8E, and 8F). 2020년 4월 9일에 최종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수정하고 관찰하였으나,
꽃눈이 수축하였다(Fig. 8G and 8H). ‘문스타’는 꽃눈분화 7단계를 보였다(Fig. 8G). ‘문라이트’의
경우 꽃눈분화 7단계를 보였다(Fig. 8H). 꽃눈이 분화완료되어 더 이상 꽃눈을 관찰할 수 없을 때까
지 주사전자현미경을 관찰하였으나, 꽃눈이 수축하지 않는 전처리 방법을 고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처리에 사용되는 시약에 문제가 생겨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동결건조하는 시간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 찰
노지에서 무가온 온실로 이동한 실험구 2번의 ‘베레나’와 ‘문스타’는 노지에 계속 있던 ‘베레나’와
‘문스타’보다 약 1달 정도 개화가 촉진되었다. 이는 무가온 온실의 경우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온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에서 야간온도가 1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가온한 가온 온실로 이동한 실험구 3번은 약 2달 정도 개화가 촉진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가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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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 of the flower bud: ‘Moonstar’ in 7 stages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 (A); ‘Moonstar’ in 7 stages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 (B); ‘Verena’ in 7 stages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s (C); ‘Moonstar’ in flower bud differentiation completed (D); ‘Moonstar’
in 7 stages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 (E); ‘Moonlight’ in 7 stages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s
(F); ‘Moonstar’ in 7 stage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 (G); ‘Moonlight’ in 7 stage of flower bud
differentiation (H).
없이 무가온온실만으로도 개화를 촉진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가온 시설에 돈을 더 투자하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 가온 온실에서 수국을 재배할 경우, 온도가 높아 수분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노지에 비해 관수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온온실에서 계속 있던 실험구 4번
과 가온온실에서 노지로 이동한 실험구 6번에서 기형적인 꽃눈이 발생하였다. 이는 가온온실에 계속
있으면서 꽃눈분화 형성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형적인 꽃눈과 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구
4,5,6번을 보았을 때 ‘문스타’와 비교해 보면 ‘문라이트’의 경우 종 특성상 꽃눈분화와 개화 시기가
느린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은 각 품종에 따른 꽃눈분화 발달 시기와 휴면의 기간을 알아보는
것이다. 각 품종별로 꽃눈분화 발달과 휴면의 기간, 개화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찾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7월 영양생장기에 바로 꽃눈분화 촉진 조건을 처리하여 개화를 촉진하고 개화
품질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 약
Hydrangea macrophylla ‘베레나’와 ‘문스타’를 가온 온실과 무가온 온실로 이동해 개화시기를
앞당기고자 하였다. 계속 노지에서 재배된 ‘베레나’에 비해, 노지에서 무가온 온실로 이동한 ‘베레나’
의 개화가 약 한 달 정도 빨랐다. 계속 노지에 놔둔 ‘문스타’에 비해, 노지에서 가온 온실로 이동한
‘문스타’의 개화가 약 2달 정도 빨랐다. 이를 적용하여 농가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온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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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 꽃을 수확하여 농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꽃눈분화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인 가온 온실에서 재배된 ‘문스타’와 ‘문라이트’를 각각 노지, 가온 온실과 무가온 온실로
이동하였다. 모든 개체가 개화하였으나 계속 가온 온실에 있던 ‘문라이트’에서 기형 꽃이 개화하였고,
가온온실에서 노지로 이동했던 ‘문라이트’에서 기형 꽃눈이 형성되었다. 이는 정상적인 꽃눈분화 조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형 꽃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문스타’와 ‘문라이트’의 실험구별 결과를
보았을 때 ‘문라이트’가 ‘문스타’보다 종 특성상 꽃눈분화와 개화시기가 느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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