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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growth retardant uniconazole treatment time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Cymbidium Pine Clash ‘Moon Venus' and Cym. Green Sour ‘A One' in order to 

develop a substitutional technique on the highland cultivation. Leaf growth of 
both cultivars was more remarkably reduced by earlier uniconazole treatment 
time and growth reduction of ‘A One' was more remarkable than ‘Moon Venus'. 

Flowering time of ‘Moon Venus' treated with uniconazole at May 7 and 27 was 
accelerated by 5 and 6 days respectively. Moreover, the number of inflore-
scences and floret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flowering time of ‘A One' among treatments but there was a 
tendency to decrease in the number of inflorescences and florets by uniconazole 
treatment. In both cultivars,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treatments in the 

length and width of lower sepal which represent the floret size.

Additional key words: flowering time, growth reduction, inflorescence number

서    언

심비디움은 인도, 미얀마, 네팔, 호주 등의 열

  아열 지방이 원산으로 주로 해발 1,000～

2,000m의 고지 에 자생한다. 이들 지역의 5～

10월의 기온은 최  15℃, 최고 30℃ 후로 주

야간의 일교차가 크다. 이와 같은 자생지역의 특

성상 우리 나라와 같은 하계 고온지역에서 심비

디움의 재배시에는 화아의 고사, 식물체의 도장, 

연부병의 발생 등 재배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한다(村井, 1988).

특히 하계 고온기의 화아고사는 심비디움 

성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Brundell과 

Powell, 1985; Ohno, 1991). 이와 같은 고온장

해를 회피하기 하여 일부 재배농가에서는 6～

9월 고온기에 개화주를 해발 1,000m 정도의 고

랭지로 이동하여 재배한다(金, 1995, 1996). 고

랭지이동재배는 개화 진에 유효한 방법이지만 

운송이 가능한 고랭지의 개발, 시설, 리, 운반

과 운반에 의한 손실 등 경제 으로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金과 郭, 1994). 따라서 하계

고온기 고랭지이동재배를 체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하계 고온기 기온이 선선한 고랭지이동재배

를 하면 생식생장기 인 화아의 발달이 진될 

뿐만 아니라 양생장기 인 리드벌 의 생장

이 억제된다( 口 등, 1978; 金, 1995, 1996). 

金(1998)은 생장억제제 uniconazole(0.04% 입

제) 0～5g을 심비디움에 처리한 결과 1g 처리

의 경우 개화시 품질에는 향이 없이 잎의 생

장을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었으며 한 

Pine Clash ‘Moon Venus'의 경우 화아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며 하계 고온기 uni-

conazole의 처리에 의해서 심비디움의 고랭지

이동재배를 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생장조 제처리에 의한 개화조

은 처리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하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Kim 등, 1989; Larson, 

1985) 이러한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심비디움의 고랭지이동재배의 

체기술을 개발하기 한 일환으로 생장억제

제 uniconazole의 처리시기가 심비디움의 생장 

 개화에 미치는 향에 해서 조사하 다.

재료  방법 

공시품종은 심비디움 Pine Clash ‘Moon 

Venus'와 Green Sour ‘A One'으로 ‘Moon 

Venus'의 경우 년도 9～10월, ‘A One'의 경

우 년도 10～11월에 개화벌 를 받아 행

으로 재배 리하여 당년에 개화가 가능하다고 

단되는 충실하고 균일한 식물체를 사용하

다. 실험은 부산시 강서구 동 소재 강산난

원 온실에서 실시하 다. 생장억제제 unicona-

zole은 일본에서 벼도복방제용으로 시 되고 있

는 로미카입제(ロミカ粒劑, 주성분 0.04%, クミ

アイ化學工業株式 社)를 사용하 다. Uni-

conazole처리시기는 고랭지이동시기인 6월 15

일을 기 으로 40일 (5월 7일), 20일 (5월 

27일), 이동개시일(6월 15일)에 uniconazole 

입제 1g을 화분의 배양토 에 골고루 뿌려주

었으며 처리당 10개의 화분(직경 18cm)을 공시

하 다. 처리후 9월 23일까지 정기 으로 개화

벌 의 최장엽장, 화서장을 측정하 으며 개화

시에는 개화소요일수, 화서수, 소화수, 하악편의 

길이  폭을 조사하 다.

결과  고찰 

Uniconazole 처리시기가 잎의 생장에 미치

는 효과는 Table 1과 같다. 두 품종 모두 처리

시기가 빠를수록 왜화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Moon Venus'의 경우 실험기간  잎의 총생장

량은 무처리 30.3cm에 비해서 처리시기가 가장 

느린 6월 15일 처리구는 20.9cm로 31% 억제

되었고, 처리시기가 가장 빠른 5월 7일 처리구

는 14.8cm로 51.2%나 억제되었다. ‘A One'의 

경우 ‘Moon Venus'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지

만 uniconazole처리에 의한 잎의 생장억제효과

는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5월 7일 처리구는 

무처리에 비해 63.4%나 억제되었다. 두 품종 

모두 엽수는 uniconazole처리에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생장억제제는 식물이 생장을 하고 있는 

반에 효과 이며 생장이 완료되는 후반에는 효

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리시기가 단히 요

한 요인이 된다(Larson, 1985). 본 실험에서 

uniconazole의 처리시기를 6월 15일을 기 으

로 20, 40일 으로 한 이유는 심비디움의 성

재배를 한 고랭지이동시기(6월 순경)에 맞

추고 한 그 에 개화벌 의 생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생장억제제의 처리효과를 보다 높이고

자 하는 것이 목 이었다. 상했던 로 두 품

종 모두 생장이 왕성한 시기에 uniconazole을 

처리한 것이, 즉 처리시기가 빠를수록 생장억제

효과가 높았다(Table 1).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처리농도가 같더라도 처리시기, 즉 식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약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Uniconazole 처리시기가 개화에 미치는 효과

는 Table 2와 같다. 개화시기는 ‘Moon Venus’

의 경우 5월 7일과 27일 uniconazole 처리구가 

무처리에 비해 각각 5, 6일 진되었으나 ’A 

One'의 경우 무처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Moon Venus’의 경우 개화가 진된 5월 

7일과 27일 uniconazole 처리구에서는 화서수 

그리고 처리시기에 계없이 uniconazole 처리

에 의해서 소화수가 증가하 으나, 화서장은 억

제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 One'의 경우는 

‘Moon Venus’와는 달리 uniconazole 처리시기

에 계없이 무처리에 비해 화서수와 소화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품종 모두 소화

의 크기를 나타내는 하악편의 길이와 폭은 un-

iconazole 처리에 의해서 향을 받지 않았다.

金(1995, 1996)은 하계 고온기 심비디움 고

랭지이동재배의 체기술을 개발하기 한 기

실험으로 평지와 고랭지에서 재배한 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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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z

time
(month/day)

Leaf growth (cm) Total leaf
growth

(cm)

No. of
leavesMay 7-July 7 July 8-Aug.16 Aug.17-Sep.23

Moon Venus

Control
5/07
5/27
6/15

14.0
 9.6 
12.6
14.1

11.1
 2.9  
 3.6  
 4.9  

5.2
2.3
2.8
1.9

30.3 (100.0)yax

14.8  (48.8) c  
19.0  (62.7) b  
20.9  (69.0) b  

10.8
11.0
10.7
10.8

A One

Control
5/07
5/27
6/15

15.8
 7.0 
 8.5 
11.5

10.1
 2.1  
 3.4  
 2.9  

2.8
1.7
1.1
1.2

28.7 (100.0) a 
10.8  (37.6) c  

 13.0  (45.3) bc 
15.6  (54.4) b  

11.1
11.4
11.2
11.0

zTreated with 1 g uniconazole 0.04% granule.
y
Percent of control.

x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MRT at 5% level.

Table 1. Changes in leaf growth of Cym. Pine Clash ‘Moon Venus' and Cym. Green Sour 

‘A One' treated with uniconazole at different time.

Treatment
z

time
(month/day)

Flowering 
date

(month/day)

Inflorescence 
length
(cm)

No. of
inflore-
scences

No. of
florets

Lower sepal

Length
(cm)

Width 
(cm)

Moon Venus

Control
5/07
5/27
6/15

12/23 a
x

12/18 b
12/17 b
12/23 a

48.5 (100.0)
y

46.0  (94.8)  
46.4  (95.7)  
48.3  (99.6)  

2.1 b  
2.4 a  
2.2 ab
2.1 b  

8.0 b  
8.5 ab
8.6 ab
9.3 a  

4.9
5.1
5.1
5.0

2.7
2.7
2.7
2.8

A One

Control
5/07  
5/27  
6/15  

10/22 a
10/24 a
10/22 a
10/23 a

44.3 (100.0)
43.3  (97.7) 
43.1  (97.3) 
43.5  (98.2) 

2.2 a 
1.8 b 
1.9 b 
2.1 ab

22.1 a 
20.0 b 
19.8 b 
21.5 ab

3.5
3.4
3.5
3.4

1.5
1.5
1.6
1.5

z
Treated with 1 g uniconazole 0.04% granule.

yPercent of control.
x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MRT at 5% level.

Table 2. Effect of uniconazole treatment time on the flowering of Cym. Pine Clash ‘Moon 
Venus' and Cym. Green Sour ‘A One'.

를 비교한 결과 고랭지이동재배를 하면 양생

장기 인 잎의 생장이 억제되고 개화가 진된

다고 보고하 다. 加古(1980)는 개화기가 다른 

10품종의 형질을 조사한 결과 장, 화경장, 엽

수 등은 개화의 조만과는 계가 없었으나 화아

의 출 시기와 엽생장의 정지시기와는 높은 상

계가 있다고 하 다. 즉, 화아출  후 조생

종의 경우 엽생장이 빨리 정지되나 ․만생종

의 경우는 엽생장이 지속되며 한 구경의 생

장기간도 조생종일수록 짧고 만생종일수록 길

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평지에서도 잎의 

생장을 억제하면 번거로운 고랭지재배를 하지 

않고도 개화를 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한다. 본 실험의 ‘Moon Venus’의 경우 uni-

conazole 처리에 의해서 잎의 생장이 억제되는 

반면 개화는 진되어 상기의 가능성을 입증하

다. 그러나 ‘A One'의 경우에는 잎의 생장은 

억제되었으나 개화시기에는 향이 없었다

(Table 1, 2).

이와 같이 공시한 두 품종 모두 uniconazole

처리에 의해서 잎의 생장이 억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개화반응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 품종

의 생태 인 습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金(1995, 1996)은 조생종인 심비디움 Mini 

Dream ‘Golden Color'와 생종인 Melody 

Fair ‘Marilyn Monroe'의 엽생장과 화아발달과

정을 비교한 결과 두 품종 모두 비슷한 시기(6월 

하순경)에 화아분화를 시작하 으나 생종인 

Melody Fair ‘Marilyn Monroe'의 경우 조생종

인 Mini Dream ‘Golden Color'보다 잎의 생장

이 늦게까지 지속되었으며 한 화아발달도 완

만히 진행되었다. 따라서 양생장이 화아발달

과 함께 완만하게 지속되는 만생종의 경우 생

장억제제 uniconazole 처리에 의해서 잎의 생장

이 지속 으로 억제되고 그 결과 개화가 비교  

진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조생종의 경우 잎의 

생장이 빨리 정지되고 화아발달도 빠른 생육습

성 때문에 uniconazole 처리에 의한 생장억제가 

화아발달 속도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화아발달에는 잎의 생장과의 

계뿐만 아니라 온도, 도 등 재배환경(Brun-

dell과 Powell, 1985; 金과 郭, 1994; 金, 1995, 

1996)도 많은 향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

한 에서 생장억제제 처리와 함께 재배환경

의 제어 등으로 보다 개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두 품종 모두 

uniconazole의 처리시기가 빠를수록 잎의 생장

억제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Moon 

Venus'의 경우에는 개화가 진되는 경향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하계고온기 uniconazole을 

하게 사용함으로써 화질의 하없이 심비

디움 잎의 도장을 방지하여 상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화를 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 다.

    록

본 연구는 심비디움의 고랭지 이동재배의 

체기술개발을 하여 생장억제제 uniconazole

처리시기가 심비디움 Pine Clash ‘Moon 

Venus'와 Green Sour ‘A One'의 생장  개

화에 미치는 향에 해서 조사하 다. 두 품

종 모두 uniconazole의 처리시기가 빠를수록 

왜화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Moon Venus'

보다 ‘A One'의 생장억제가 하 다. ‘Moon 

Venus'의 경우 5월 7일과 27일 uniconazole 

처리에 의해서 개화가 각각 5, 6일 진되었으

며 한 화서수, 소화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A One'의 경우 개화시기는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uniconazole처리에 의해서 화

서수와 소화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품종 모두 소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하악편의 

길이와 폭은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추가 주요어：개화시기, 생장억제, 화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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