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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cactus standard nutrient 
solution for hydroponic culture in potted succulents, Echeveria derenbergii, Sedeveria ‘Letizia’ 
and Cotyledon orbiculata, and to select the optimum temperature and growth regulator for 
maintenance of potted succulents after transport. As a result of concentration nutrient solution 
treatment, it was considered that 1/4 level of nutrient solution was economical concentration for 
hydroponic culture due to the no plant growth difference among the concentrations of nutrient 
solution. In case of transport simulation experiment, 12℃, 15℃, and 18℃ storage treatment 
inhibited overgrowth in E. derenbergii, and 12℃ for S. ‘Letizia’ and C. orbiculata was effective 
on overgrowth inhibition and ornamental value maintenance. Consequently, 12℃ was the optimum 
temperature for transporting potted succulents in this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to select 
effective growth regulator and its optimum concentration for inhibiting plant elongation, each 
treatment of Paclobutrazole 100mg·L-1, Daminozide 13,600mg·L-1, Prohexadione-Ca 100mg·L-1 and 
200mg·L-1 reduced overgrowth of E. derenbergii. Paclobutrazole 100mg·L-1 and Paclobutrazole 
100mg·L-1 and 200mg·L-1 were effective growth regulators for S. ‘Letizia’ and C. orbiculata, 
respectively. In conclusion, Paclobutrazole 100mg·L-1 treatment could be used as the most 
inhibitive growth regulator and concentration in potted succu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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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다육식물은 줄기나 잎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저수조직이 발달하여 두터운

육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말한다. 다육식물은 식물분류학상 약 50과 1만종이 넘는

식물이 있으며, 아프리카 남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대륙 전체, 마다가스카르섬,

아메리카 남서부, 멕시코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경기도농업기술원, 2000). 다육식물은

건조한 곳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다(이사무엘, 2016).

경기도 다육식물 재배면적은 10.3ha로 전국 31.3ha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중국(44.7%), 일본(21.1%), 베트남(19.4%), 대만(14.1%), 홍콩(0.7%)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6년 수출액은 242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KATI, 2016). 다육식물 수출은 뿌리를 제거한 반제품

상태로 대부분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시 짧게는 4일 길게는 7일 동안

광이 전혀 없는 컨테이너 안에 있기 때문에 엽색이 탈색하거나, 도장하여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Choi et al., 2011). 운송환경은 소비 단계에서의 분화

품질유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교한 환경제어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Bulle et al., 2000; Cushman et al., 1994; Kwo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다육식물 품질 향상을 위한 수경재배 기술개발과 운송 후 상품성

유지에 적합한 수출운송온도 및 생장조정제 농도 구명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작물로는 정야(Echeveria derenbergii), 레티지아(Sedeveria

‘Letizia’), 방울복랑(Cotyledon orbiculata)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AS 4.3,

SAS institute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를 실시하여 처리 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가. 수출용 다육식물 분화 수경재배기술 개발

시험식물은 3∼5cm의 삽수를 이용하여 피트모스 혼합배지(Sunshine mix 4,

Sungro)가 담긴 ∅7.5cm 폿트에 식재하였다. 배양액 손실 방지를 위해 다육식물

재배베드 위에 비닐을 깔아 수경재배 베드를 설치하였고 식재된 다육식물의

발근유도를 위해 주 1회 간격으로 지하수를 저면 관수하였다. 발근이 완료된

이후부터 봄철 2주, 여름철 1주 간격으로 선인장표준배양액을 1/4농도, 1/2농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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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농도로 저면 공급하였다. 배양액 공급량은 ∅7.5cm 폿트 기준 1회당 93㎖로

조절하였다. 시험식물은 배지 식재 후 70일간 수경재배하며 주기적으로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나. 수출운송 적합 온도조건 구명

시험식물은 피트모스 혼합배지에 식재하여 발근을 유도한 후 선인장표준배양액을

1/4농도로 70일간 분화 수경재배한 식물체를 사용하였다. 배지수분함량에 따른

시험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험처리 2주전 배양액 공급을 완료한 다육식물 분화를

수출용 박스에 24폿트씩 트레이에 담아 포장한 후 12℃, 15℃, 18℃ 및 21℃로

설정된 생장상에서 10일간 암상태를 유지하며 모의 운송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종료 후 수출용 포장박스를 해체하고 식물체를 재배온실에 재배치하여 식물체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다. 운송 중 도장억제를 위한 생장조정제 처리효과 구명

수출운송 시험과 동일하게 재배 및 관리한 식물을 시험재료로 사용하여

생장조정제를 처리하였다. 생장조정제 처리농도는 Paclobutrazole 50mg·L-1,

100mg·L-1, Daminozide 6,800mg·L-1, 13,600mg·L-1, Prohexadione-Ca 100mg·L-1 및

200mg·L-1으로 처리량은 ∅7.5cm 폿트 기준 20ml씩 식물체에 엽면살포하였다.

시험식물은 생장조정제 처리 1주 후 수출용 박스에 포장한 후 18℃, 암상태로

설정한 생장상에서 10일간 모의 운송시험을 실시하였다. 모의 운송시험 종료 후

포장을 해체하고 시험식물을 재배온실에 재배치하여 10일 간 유지한 후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수출용 다육식물 분화 수경재배기술 개발

분화수경재배시 배양액 농도에 따른 정야의 정식 후 70일차 생육특성은 표 1과

같다. 배양액을 처리한 식물체의 초폭과 주당 엽수는 5.0cm, 31.2개 이상으로 처리간

차이가 없어 배양액 1/4배액 농도 처리가 가장 경제적인 농도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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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화수경재배시 배양액 농도에 따른 정야의 생육특성

배양액 농도 초장
(cm)

초폭
(cm)

엽장
(cm)

엽폭
(cm)

잎두께
(mm)

엽수
(개/주) 엽색♩ 관상

 가치♪

지하수 2.3 4.5ba 1.7 1.4 4.0 28.8bS 191C 4.3

배양액 1/4배액 2.5 5.0ab 1.9 1.5 4.1 32.6ab 191C 4.4

배양액 1/2배액 2.5 5.0ab 2.0 1.5 4.2 31.2ab 191C 4.6

배양액(표준농도) 2.6 5.1aa 2.0 1.5 4.2 33.6aA 191C 4.2

※ DMRT at 5% level, 정식 : 4.25., 조사 : 7.4.(정식 후 70일)
♩ : RHS colour chart,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지하수 배양액1/4배액 배양액1/2배액 표준배양액

그림 1. 배양액 농도에 따른 정야 생육 비교

배양액 농도에 따른 레티지아의 정식 후 70일차 생육특성은 표 2와 같다. 1/4배액

농도 이상의 배양액 공급시 초폭 7.2cm, 엽장 3.2cm, 엽폭 1.7cm, 주당 분지수

1.1개와 엽수 44.1개 이상으로 배양액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나, 초장에서는 배양액

1/4배액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배양액 1/2배액 이상에서는 그림2와 같이

식물체의 도장현상이 나타나 관상가치가 낮아졌는데 배양액 1/4배액은 생육과

관상가치가 모두 우수하였다.

표 2. 분화수경재배시 배양액 농도에 따른 레티지아의 생육특성

배양액 농도 초장
(cm)

초폭
(cm)

엽장
(cm)

엽폭
(cm)

잎두께
(mm)

분지수
(개/주)

엽수
(개/주) 엽색♩ 관상

 가치♪

지하수 3.4ca 6.0b 2.4b 1.5b 4.2 0.1b 31.3b 144A 3.4

배양액 1/4배액 5.5ba 7.2a 3.2a 1.7a 4.7 1.1a 44.1a 146A 4.1

배양액 1/2배액 6.2ab 7.6a 3.3a 1.8a 4.5 1.2a 46.4a 146A 3.6

배양액(표준농도) 6.8aa 7.6a 3.3a 1.8a 4.5 1.6a 52.5a 146A 2.6

※ DMRT at 5% level, 정식 : 4.25., 조사 : 7.4.(정식 후 70일)
♩ : RHS colour chart,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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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배양액 1/4배액 배양액 1/2배액 표준배양액

지하수 배양액 1/4배액 배양액 1/2배액 표준배양액

그림 2. 배양액 농도에 따른 레티지아 생육 비교

배양액 농도에 따른 방울복랑의 정식 후 70일차 생육 특성은 표 3과 같다. 배양액

1/4배액 농도 이상으로 처리한 식물체의 초폭, 엽장 및 분지수는 배양액 처리 농도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초장과 엽수에서는 배양액 1/4배액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양액 1/2배액 농도 이상에서 식물체는 도장발생으로 인해 백분이

옅어졌으나 배양액 1/4배액 농도로 처리한 식물체는 회녹색의 고유색(N189D)을

유지하고 관상가치도 높아 분화수경재배에 가장 적합한 농도로 판단되었다.

표 3. 분화수경재배시 배양액 농도에 따른 방울복랑의 생육특성

배양액 농도 초장
(cm)

초폭
(cm)

엽장
(cm)

엽폭
(cm)

잎두께
(mm)

분지수
(개/주)

엽수
(개/주) 엽색♩ 관상

 가치♪

지하수 5.7ca 6.7ba 3.8b 2.5 11.9 0.5b 11.4ca N189D 3.7

배양액 1/4배액 6.5bc 7.2ab 4.1a 2.6 12.0 2.4a 15.6bc N189D 4.1

배양액 1/2배액 7.3ab 7.5ab 4.1a 2.6 12.1 2.8a 17.2ab 191A 3.7

배양액(표준농도) 7.8aa 7.8aa 4.1a 2.6 12.0 3.9a 20.4aa 191A 3.2

※ DMRT at 5% level, 정식 : 4.25., 조사 : 7.4.(정식 후 70일)
♩ : RHS colour chart,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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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배양액 1/4배액 배양액 1/2배액 표준배양액

그림 3. 배양액 농도에 따른 방울복랑 생육 비교

기존 연구에서 다육식물 수경재배시 미니염좌(Crassula ovata)와 꽃기린
(Euphorbia milii)은 배양액 1/2배액의 농도에서 생육이 가장 좋았다는 보고(이 등,
2011)가 있었으나 배양액 1/4배액 처리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배양
액 1/4배액 처리가 생육과 관상가치를 고려할 때 적합한 농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다육식물 수출운송 적합 온도조건 구명
운송온도에 따른 정야의 생육 및 품질은 표 4와 같다. 초장, 초폭 등 생육특성에서

처리온도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식물체의 도장발생율은 12∼18℃에서 9.7∼

11.1% 범위로 21℃처리 29.2%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21℃ 처리는 그림

4와 같이 식물체에 도장이 발생하여 수출운송 온도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표 4. 정야의 운송온도에 따른 생육 및 품질

온도
(℃)

초장
(cm)

초폭
(cm)

엽장
(cm)

엽폭
(cm)

잎두께
(mm)

엽수
(개/주)

도장발생율♩

(%)
관상
 가치♪

12 2.3 4.3 1.9 1.5 3.4 28.7  9.7b 4.3

15 2.3 4.2 1.8 1.5 3.3 27.1 11.1b 4.0

18 2.3 4.1 1.8 1.5 3.4 25.8 11.1b 3.6

21 2.3 4.3 1.9 1.5 4.4 27.4 29.2a 3.6

※ DMRT at 5% level, 처리기간 : 8.22.∼9.1., 조사일 : 9.1.
♩도장발생율(%) = 도장발생 식물체수 / 전체 식물체수 × 100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12℃ 15℃ 18℃ 21℃

 그림 4. 운송온도에 따른 정야의 생육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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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온도에 따른 레티지아의 생육 및 품질은 12∼18℃ 처리에서 초장 2.7∼2.9cm,

초폭 5.5∼5.6cm 및 엽장 2.3∼2.4cm 범위로 처리온도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21℃ 처리에 비해 식물체 도장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표5). 특히 12℃ 처리는

식물체 도장발생율이 1.4%로 가장 낮았던 반면 관상가치는 4.4로 가장 높아

레티지아 수출운송에 적합한 온도로 판단되었다(표 5 및 그림5).

표 5. 레티지아의 운송온도에 따른 생육 및 품질

온도
(℃)

초장
(cm)

초폭
(cm)

엽장
(cm)

엽폭
(cm)

잎두께
(mm)

엽수
(개/주)

도장발생율♩

(%)
관상
 가치♪

12 2.8b 5.6b 2.3b 1.5 4.3a 32.6  1.4c 4.4a

15 2.9b 5.6b 2.4b 1.5 4.3a 30.7 18.8b 2.5b

18 2.7b 5.5b 2.3b 1.5 3.9b 29.8 27.8b 3.0b

21 4.0a 6.3a 2.8a 1.6 3.5c 32.4 91.7a 2.3b

※ DMRT at 5% level, 처리기간 : 8.22.～9.1., 조사일 : 9.1.
♩도장발생율(%) = 도장발생 식물체수 / 전체 식물체수 × 100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12℃ 15℃ 18℃ 21℃

12℃ 15℃ 18℃ 21℃

그림 5. 운송온도에 따른 레티지아의 생육 및 품질

운송온도에 따른 방울복랑의 생육 및 품질은 초폭, 엽장과 엽폭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처리온도 간 차이가 없었으나 식물체의 초장은 12℃에서 5.9cm로 가장

작았으며 식물체 도장발생율도 13.9%로 낮게 나타났다. 관상가치도 12℃에서 4.3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방울복랑 수출운송에 적합한 온도는 12℃로 판단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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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방울복랑의 운송온도에 따른 생육 및 품질

온도
(℃)

초장
(cm)

초폭
(cm)

엽장
(cm)

엽폭
(cm)

잎두께
(mm)

분지수
(개/주)

엽수
(개/주)

도장발생율♩

(%)
관상
 가치♪

12 5.9c 6.8 3.8 2.4 9.9 1.1 10.1 13.9cs 4.3a

15 6.3b 6.8 3.7 2.6 9.7 1.4 11.2 31.9bc 4.0a

18 6.5b 6.8 3.7 2.3 10.0 0 10.0 33.3ab 3.5a

21 7.1a 7.1 3.8 2.3 9.9 1.6 11.0 58.3as 1.8b

※ DMRT at 5% level, 처리기간 : 8.22.∼9.1., 조사일 : 9.1.
♩도장발생율(%) = 도장발생 식물체수 / 전체 식물체수 × 100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12℃ 15℃ 18℃ 21℃

   그림 6. 운송온도에 따른 방울복랑의 생육 및 품질

기존 연구결과에서 분화식물 수출운송에 적합한 온도는 10∼15℃이며, 칼랑코에는

12℃에 비해 18℃에서 꽃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보고되었다(Sterling and Molenaar,

1986; Kwo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도 시험식물별 수출운송에 적합한 온도는 정

야 12∼18℃, 레티지아와 방울복랑이 각각 12℃로 나타나 시험식물에 공통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처리온도는 12℃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 운송 중 도장억제를 위한 생장조정제 처리효과 구명
생장조정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정야의 운송 전후 품질 변화는 표 7과 같이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무처리 대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Paclobutrazole

100mg·L-1, Daminozide 13,600mg·L-1, Prohexadione-Ca 100mg·L-1 및 200mg·L-1

처리 시 식물체의 초폭은 0.4cm 이하로 무처리 0.6cm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여

도장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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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생장조정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정야의 운송 전후 품질 변화

생장조정제 농도
(mg·L-1)

초장
(Δcm)

초폭
(Δcm)

엽장
(Δcm)

엽폭
(Δcm)

잎두께
(Δmm)

엽수
(Δ개/주)

관상
 가치♩

무처리 0.3 0.6ab 0.3 - 0.7 1.8 4.0

Paclobutrazole
50 0.1 0.6ab 0.4 0.1 1.0 0.0 4.1

100 0.2 0.1bb 0.2 - 0.4 0.7 4.3

Daminozide
6,800 0.2 0.8ab 0.1 - 0.4 0.5 4.2

13,600 0.1 0.1bb - - 0.2 0.6 4.3

Prohexadione-Ca
100 0.2 0.4ab 0.3 0.1 0.1 0.8 4.2

200 0.2 0.4ab 0.2 - - 1.2 4.3

※ DMRT at 5% level, 처리일 : 9.1(운송 7일전), 수출운송조건 : 18℃, 10일간(9.8.~18), 조사일 : 9.28.
※ 품질 변화(Δ값) = 운송후 측정치 – 운송전 측정치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생장조정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레티지아의 운송 전후 품질 변화는 표 8과 같다.

초장과 관상가치를 제외한 모든 조사항목에서 처리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aclobutrazole 100mg·L-1와 Prohexadione-Ca 200mg·L-1 처리에 의해 식물체의

초장변화는 0.1∼0.3cm 범위로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또한 관상가치는

Paclobutrazole 50mg·L-1와 100mg·L-1 처리에서 각각 3.9와 4.3으로 가장 높았는데,

도장억제효과와 관상가치를 고려할 때 Paclobutrazole 100mg·L-1가 레티지아에 가장

적합한 농도로 판단되었다.

표 8. 생장조정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레티지아의 운송 전후 품질 변화

생장조정제 농도
(mg·L-1)

초장
(Δcm)

초폭
(Δcm)

엽장
(Δcm)

엽폭
(Δcm)

잎두께
(Δmm)

분지수
(Δ개/주)

엽수
(Δ개/주)

관상
 가치♩

무처리 1.0ab 0.8 0.2 0.2 0.3 0.1 1.6 3.2de

Paclobutrazole
50 0.5bb 0.6 0.3 0.2 0.1 0.2 1.6 3.9ab

100 0.1cb 0.4 0.1 0.1 0.1 0.2 3.0 4.3ab

Daminozide
6,800 0.6bb 0.7 0.2 0.3 0.1 0.1 2.2 3.3db

13,600 0.5bb 0.6 0.1 0.3 - 0.2 0.4 3.8bc

Prohexadione-Ca
100 0.6bb 0.6 0.3 0.1 0.2 0.1 1.9 3.7cd

200 0.3bc 0.5 0.3 0.2 0.1 0.0 1.9 2.9eb

※ DMRT at 5% level, 처리일 : 9.1(운송 7일전), 수출운송조건 : 18℃, 10일간(9.8.~18), 조사일 : 9.28.
※ 품질 변화(Δ값) = 운송후 측정치 – 운송전 측정치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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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Paclobutrazole(mg·L-1) Daminozide(mg·L-1) Prohexadion-Ca(mg·L-1)

50 100 6,800 13,600 100 200

그림 7. 생장조정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레티지아 생육 비교

생장조정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방울복랑의 품질 변화는 표 9와 같다. 식물체의

초장 변화량은 Paclobutrazole 50mg·L-1와 100mg·L-1처리에서 0.4cm 이하로

억제되었으며 관상가치는 Paclobutrazole과 Daminozide 처리에 의해 4.1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방울복랑에 적합한 농도는 Paclobutrazole 50mg·L-1와

100mg·L-1이었다.

표 9. 생장조정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방울복랑의 운송 전후 품질 변화

생장조정제 농도
(mg·L-1)

초장
(Δcm)

초폭
(Δcm)

엽장
(Δcm)

엽폭
(Δcm)

잎두께
(Δmm)

분지수
(Δ개/주)

엽수
(Δ개/주)

관상
 가치♩

무처리 1.2a 0.7 0.2 0.2 1.9 0.2 0.9 3.5ca

Paclobutrazole
50 0.4d 0.5 0.2 0.2 1.6 0.1 1.2 4.1ab

100 0.4d 0.3 - 0.1 1.8 - 0.8 4.5aa

Daminozide
6,800 0.6c 0.4 0.2 0.1 2.4 0.1 1.1 4.1ab

13,600 0.6c 0.4 0.1 - 2.6 0.1 0.5 4.3ab

Prohexadione-Ca
100 0.9b 0.5 0.3 0.1 1.9 0.2 0.9 3.7bc

200 0.9b 0.5 0.3 0.1 1.3 0.1 0.3 3.8bc

※ DMRT at 5% level, 처리일 : 9.1(운송 7일전), 수출운송조건 : 18℃, 10일간(9.8.~18), 조사일 : 9.28.
※ 품질 변화(Δ값) = 운송후 측정치 – 운송전 측정치
♩달관조사 :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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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Paclobutrazole 10mg·L-1, 20mg·L-1 및 50mg·L-1을 살포하였을 때

화제(Crassula capitella ‘Campfire’)는 초장, 엽장 신장을 억제하였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Choi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Paclobutrazole

100mg·L-1 처리구와 Daminozide 13,600mg·L-1 처리구에서 평균 도장율은 무처리구

41% 대비 13%와 12%로 감소되었으나 Daminozide 처리에서 약흔으로 품질이

저하되었으며, 관상가치에서 다소 유리하게 평가된 Paclobutrazole 100mg·L-1 처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표10).

표 10. 생장조정제 처리에 따른 도장 발생율

생장조정제 농도
(mg·L-1)

도장 발생율(%)♩

정야 레티지아 방울복랑 평균

무처리 26.9 48.1 48.1 41.0

Paclobutrazole
50 25.0 33.3 16.7 25.0

100 16.7 11.1 11.1 13.0

Daminozide
6,800 22.2 33.3 22.2 25.9

13,600 16.7 11.1 8.3 12.0

Prohexadion-Ca
100 13.9 30.6 44.4 29.6

200 19.4 41.7 27.8 29.6

♩도장발생율(%) = 도장발생 식물체수 / 전체 식물체수 × 100

4. 적  요
수출용 다육식물의 재배법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해 분화수경재배에 적합한 배양액 농도,

수출운송 적합온도 및 도장억제를 위한 생장조정제 처리 농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다육식물 수경재배 시 배양액 1/4배액 처리가 표준배양액 처리와 생육차이가

없고 관상가치가 높아 배양액 1/4배액 처리가 분화수경재배에 경제적인 농도로

판단되었다.

나. 다육식물 수출운송 온도 모의실험결과 정야는 12~18℃에서 도장발생이 억제

되었고 레티지아와 방울복랑은 12℃에서 도장발생이 억제되고 관상가치가

우수하여 12℃가 여러 식물을 동시에 적재하여 수출할 경우 전반적으로

식물들의 품질유지에 적합한 온도조건으로 판단되었다.

다. 수출운송 중 도장억제를 위한 생장조정제 처리 결과, 정야는 Paclobutrazole

100mg·L-1, Daminozide 13,600mg·L-1, Prohexadione-Ca 100mg·L-1 및

200mg·L-1 처리에서 초폭의 증가가 적었고 레티지아는 Paclobutr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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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g·L-1, 방울복랑은 Paclobutrazole 50mg·L-1 및 100mg·L-1 처리에서

초장의 증가가 적고 관상가치가 우수하여 생장조정제 Paclobutrazole 100mg·L-1

처리가 시험식물의 도장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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