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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칭재료와 GA3처리에 따른 유색칼라(Zantedeschia elliottiana
cv. ‘Black Magic’)의 생육 및 개화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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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experiment had been conducted to determine optimal culture conditions for the growth and cut flowers 
of Calla (Zantedeschia ‘Black Magic’ ‘Golden Affair’) in highlands. Tubers of calla ‘Black Magic’ was treated with 
0, 100, and 200 mg․L-1 concentration of GA3. ABA content in tubers and roots were twice higher (20-25 pmol․mL-1) 
in control than in GA3 treated tubers and roots. ABA contents in tubers was not consistent but ABA contents in roots 
increased with increasing GA3 concentration. However ABA is in inverse proportion to GA. It was mean that GA of 
high contents was ABA of low contents. Calla ‘Golden Affair’ was treated with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Control, 
black PE, Reflective film, Rice hull) and GA3 concentrations (0, 50, 100 and 200 mg․L-1). It was largest in the length 
of flower at mulching of reflective film, Rice hull and it was greatest in the number of cut flowers at the treated with 
200 mg․L-1 GA3, Therefore the proper condition was at 200 mg․L-1 GA3 with reflective film mul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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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칼라는 천남성과(Araceae), Zantedeschia 속으로 꽃과 

잎이 아름다워 고급 화훼로 이용되는 구근식물이다. 남아

프리카 원산이나, 산악지역의 해발 1,000-2,000 m 이상

의 비교적 선선한 기후대에 자생한다(Anonymous, 1989). 

국내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수입에 

의존하는 높은 구근비용에 비하여 절화수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색칼라는 정식 전 괴경을 식물생장조절제인 GA3 용액

에 침지함으로써 개화수량을 높인다고 하였다(Funnell and 

Go, 1993). 개화는 휴면호르몬인 abscisic acid (ABA)와 

생장촉진 호르몬인 GA3의 비율에 따른 휴면물질의 감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GA처리에 의해서는 식물체 내 

ABA함량에 비해 GA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휴면이 타파

된다고 하였다(Badr et al., 1971; Walton, 1980). GA 효

과연구는 대체로 GA물질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ABA 물질

함량을 분석하는데, 휴면물질인 ABA 함량을 분석한 것은 

생장촉진물인 GA 함량분석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다. 즉, GA 함량과 ABA 함량은 반비례관계로, GA 함량이 

높으면 ABA 함량은 낮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GA함량을 기

술하고 있다.

칼라의 무름병 발생은 Erwinia carotovora에 의한 세균

으로 밝혀지고(Horita, 2001) 수많은 연구가 되었으나 대부

분 습지형 품종인 ‘Childchiana’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

며, 무름병은 28℃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30℃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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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감염되었고 인공토양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Mori et al., 1999). Kamau 등(2006)은 관수, 멀칭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보통 칼라는 소구를 기준하여 개화가 1개 정도로 수량이 

적은데 생장조절제 처리를 하면 수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졌

으나 상품성을 감안한 적정 방법이 구명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에서 잡초관리 때문에 흑색PE 멀칭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여름철 

고온에 의한 무름병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적정소재를 이

용하여 지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랭지에서의 생장조절제 처리에 의한 칼라의 생육반응 구

명을 위하여 멀칭재료와 GA3처리농도에 따른 생육 및 개화 

반응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GA처리 후 칼라의 식물체내 ABA 변화

본 실험에서는 구경 4.0 cm, 구고 1.4 cm, 구중 21.8 g의 

유색칼라 Zantedeschia elliottiana ‘Black Magic 품종의 

구근(48개)을 이용하였다 GA3처리농도별(0, 50, 100, 200 

mg･L-1
)로 30분간 침지하여 구근을 건조시킨 다음 정식 후 

30일 후에 분석하였다. 휴면물질인 ABA함량을 분석한 것

은 GA함량을 상대적으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ABA분석은 

잎이 2-3매 되었을 때 구근과 뿌리를 2 g씩 채취한 후, 

80%를 분쇄하여 4℃에 24시간 보관한 다음, 메탄올에 넣어

서 12,000 rpm, 15분 처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여 HCl로 pH

를 3.0으로 조정하였다. 조정된 용액을 분액 깔대기에 넣고 

ethyl acetate를 혼합하여 여러 번 교반한 후 분액 깔대기

의 상층부 즉 ethyl acetate 부분을 취하는 과정을 4회 반

복하였다. 얻어진 용액을 2%, sodium bicarbonate 용액과 

혼합하여 분액 깔대기의 하층부를 4회 취하여 용액을 얻었

다. 이 용액을 HCl로 pH를 3.0으로 조정한 다음 ethyl acetate

로 혼합하여 상층부를 취한 다음 evaporator를 이용하여 

ethyl acetate를 제거한 후 100% 메탄 1 mL에 녹였다. 녹인 

용액 중에서 100 μL를 취해 phytodeteck ABA detection 

kit (Agdia)를 이용하여 abscisic acid (ABA) 함량을 분석

하였고 통계분석은 SAS를 이용하였다.

2. 멀칭재료와 GA처리에 따른 칼라의 생육 및 개화

본 실험에서는 구경 4.0 cm, 구고 1.4 cm, 구중 21.8 g의 

유색칼라 Zantedeschia elliottiana ‘Golden Affair’ 품종

의 구근(256개)을 이용하였다 정식 1일전 GA3에 농도별로

(0, 50, 100, 200 mg･L-1
) 30분간 침지하여 음건한 후 5월

30일 멀칭처리별로(무, 흑색PE, 반사필름, 왕겨멀칭) 정식

하였다. 정식 후에 50% 차광망으로 비가림하우스를 피복

하였다. 기비는 10 a당 퇴비, 2 MT, 석회 10 kg, N-P-K를 

성분량으로 각각 10-20-10 kg, pH 6.0인 포장에서 실험

하였다. 생육 및 개화조사는 초장은 한 식물체의 가장 큰 

줄기를 선택하여 지표부터 잎의 끝부분의 최장 길이를 기

준하였고, 엽장, 엽폭도 최대길이를 조사하였다. 개화조사

는 개화시, 개화기, 만개기는 실험구 개체 중에서 각각 10, 

40, 80%를 기준하였고 나머지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을 따랐다. 기온 및 지온은 Datalogger (23X, 

Campbell, USA)를 이용하여 기온은 지표면 기준 1.2 m높

이 지점, 지온은 지하 5 cm 지점에서 1시간마다 조사하였

다. 시험구는 배치는 분할구배치 3반복으로 하였고 통계분

석은 SAS를 이용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GA처리 후 칼라의 식물체내 ABA 변화

GA3 처리 30일 후, ABA를 분석한 결과 구근에서는 GA3 

무처리 구근에서 ABA함량이 25 p㏖로 가장 많고 GA3 50, 

100, 200 mg･L-1
에서 각각 5, 12, 4 pmol･mL

-1
로 무처리 

보다 적었으나 GA3처리 농도간 ABA함량은 비례하지 않았

다. 뿌리의 ABA함량은 GA3 무처리에서 18 pmol･mL
-1
로 

가장 많고 GA3 처리간에는 7∼10 pmol･mL
-1
로 그 차이는 

적었지만 유의성은 있었다. 즉, 구근과 뿌리 모두 GA3 처리

구에서 무처리구보다 ABA함량이 낮았다(Fig. 1).

하지만, ABA 함량과 GA 함량은 반비례 관계로서, ABA 

함량이 낮은 것은 GA 함량이 높다는 의미이다. GA3처리구

가 무처리보다 휴면호르몬인 ABA가 적다는 것은 결국 생

장촉진호르몬(GA)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본 시험의 결과처럼 GA3 처리구에서 개화수량이 증

가된다는 것(Table 2)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Fig. 2는 GA3의 침지 후 출현기 상태(좌측)와 GA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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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ABA contents in tuber (up) and root (down) as affected by different GA3 concentrations of Zantedeschia elliottiana
cv. Black Magic after 30 days of treatment.

Fig. 2. Tuber (left) after 5 days treated with GA3 200 mg and plant (right) after 30 days treated with GA3 200 mg for ABA contents in 
Zantedeschia elliottiana cv. Black Magic.

mg처리 30일 후 잎이 2-3매 되었을 때 생육모습(우측)으

로 이 시기에 ABA를 분석하였다. 식물체의 휴면과 관련된 

생리기작은 ABA와 GA의 비율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dr et al., 1971). 식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는 ABA합성이 GA의 합성보다 커지며 반대로 휴면이 타

파되어 생리적 활성이 활발해지게 되면 GA합성이 많아지

게 된다. 인위적인 휴면타파 방법인 저온처리에 의하여 

ABA의 합성이 저해되어 상대적으로 GA의 비율이 높아지

게 되고 또 다른 휴면타파 방법인 GA3 처리는 ABA에 비하

여 GA 함량이 높아지면서 타파된다(Samet and Sin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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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 as affected by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control, black PE, reflective 
film, hull) in highland. 
HT: High temperature,   L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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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maximum and minimum soil temperature as affected by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control, black PE, reflective 
film, hull) in highland. 
HT: High temperature,   LT: Low temperature

1980). 또한 Lee 등(2001)은 GA3처리 후 금강초롱꽃의 잎

과 뿌리의 휴면 호르몬인 ABA함량은 2년생, 3년생 모두 

GA3처리가 무처리에 비하여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활성물질인 peroxidase 함량이 뿌리에서 많게 나타나 잎보

다 뿌리에서 효소의 생리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Leopold와 

Khidedednan(1975)의 보고에서와 같이 앞으로 생리활성

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GA처리

시 ABA에 대한 GA함량이 높아지고 이어서 인위적인 휴면

타파 후 휴면을 유도하는 ABA합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2. 멀칭재료와 GA처리에 따른 칼라의 생육 및 개화

Fig. 3는 정식 후 시험기간 중 최고최저 기온으로 무멀칭

의 평균 최고기온은 24.5℃, 흑색PE는 26.1℃, 반사필름은 

22.2℃, 왕겨는 22.6℃로 무멀칭을 기준하여 흑색PE는 1.

6℃높고 반사필름과 왕겨는 각각 2.3℃, 1.9 ℃ 낮았고 최

저기온은 14.1-16.3℃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본 

평균기온은 무멀칭 19.8℃, 흑색PE 21.2℃, 반사필름 18.

2℃ 왕겨 18.4℃로 칼라의 생육 적온에 상당히 근접해 있음

을 보여주었다. 

Fig. 4는 정식후 시험기간 중 최고 최저 지온으로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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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Zantedeschia elliottiana cv. ‘Golden Affair’ as affected by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n=192) 
and GA3 treatment (n=48) after 120 days of treatment. 

Mulching
materials

(A)

Dipping of 
GA₃ (mg･L-1)

(B)

Emergence
date

Plant 
height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Leaf 
number

 Non-mulching   0
 50
100
200

June 5
June 7
June 6
June 5

58.3
54.4
53.2
55.6

18.1
17.1
16.8
17.6

13.1
16.4
12.9
12.1

 7.9
 7.8
 7.3
 7.1

Mean June 6 55.4 17.4 13.6  7.5

 black PE   0
 50
100
200

June 5
June 4
June 4
June 5

60.3
58.4
57.8
61.0

18.9
17.7
17.8
18.0

13.6
13.4
11.8
12.2

 7.3
 7.1
 8.2
 6.8

Mean June 5 59.4 18.1 12.8  7.4

 Reflective film   0
 50
100
200

June 6
June 7
June 6
June 6

88.6
85.6
85.7
80.8

23.3
23.0
22.8
21.8

21.3
20.5
19.5
16.8

15.3
10.2
12.0
11.6

Mean June 7 85.2 22.7 19.5 12.3

 Rice hull   0
 50
100
200

June 5
June 5
June 5
June 4

80.6
89.2
75.0
75.5

21.2
23.5
21.9
21.2

18.4
20.0
17.6
21.2

11.0
 9.8
 8.6
 8.1

Mean June 5 80.1 22.0 19.3  9.4

 L.S.D .05 A
B

A×B
-

3.3
3.4
6.9

0.5
ns
ns

0.7
ns
2.3

ns
1.6
ns

피해가 나타나는 온도가 28℃인데 6월 중순의 흑색PE 처리

구에서 고온에 접하였으나 고온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속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흑색PE 처리

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28℃이하로 나타났다.

Table 1은 멀칭 및 GA3 처리별 생육특성을 나타냈다. 

출현일은 대체로 정식 1개월 후인 6월 5-7일 사이에 이루

어져 멀칭처리와 GA3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정식 후 

120일에 조사된 것으로서 초장은 반사필름 〉왕겨 〉흑색

PE 〉무멀칭 순으로 무멀칭에 비하여 멀칭처리가 크게 나

타나고 멀칭 중에서 반사필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것은 반사필름에서 20-25℃사이의 기온과 지온이 분포하

여 생육적온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엽장, 엽폭도 반

사필름에서 가장 생육량이 많았다. 엽수는 반사필름에서 

15.3개로 월등히 많게 나타났으나 Corr와 Widmer(1990)의 

엽면적의 감소는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와 같

이 절화수량, 또는 품질(Table 2)과는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1).

GA3 간의 초장은 무처리가 가장 좋았고 나머지 처리구에

서는 대체로 GA3 처리 농도가 낮을수록 생장은 양호한 경

향을 보였으며 엽장, 엽폭은 처리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

았다. Funnell와 Mackay(1987)는 GA3 50 mg･L-1 
처리할 

경우 눈 출현비율이 증가되고 엽면적, 엽수, 구근크기는 줄

어든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GA3 처리 농도가 높을수

록 엽장과 엽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기존의 결과와 대

체로 일치하였다.

한편, 자료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본 실험은 50%차광 

하에서 수행된 것으로 유색칼라의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무름병은 모든 처리에서 0.1% 이하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랭지에서는 50% 차광재배를 하면 무름

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멀칭처리별 개화반응은 Table 2와 같았다. 절화장은 왕

겨 ≥ 반사필름 ＞무멀칭 ≥ 흑색PE 순으로 초장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절화품질은 대개 절화장에 비례하는데 

정상적인 경우 절화장이 길면 절화중, 경경 등 절화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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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lowering response of Zantedeschia elliottiana cv. Golden Affair as affected by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n=192) and GA3

treatment (n=48) in highland after 70∼120 days of treatment. 

Mulching
materials

(A)

Dipping of 
GA₃ (mg･L-1)

(B)

Length of 
flower
(cm)

Diam.
of cut flower

(mm)

Weight of 
cut flower

(g)

Flower 
height
(cm)

Yield of 
cut flower 
per plant

Flowering 
date

Non-
mulching

 0
 50
100
200

53.8
50.6
50.1
46.2

9.2
8.4
8.9
7.8

26.1
21.6
23.3
18.7

9.0
8.4
8.6
8.6

1.90
3.17
4.23
4.73

July 4
July 8
July 4
July 5

50.2 8.6 22.4 8.7 3.51 July 6

Black 
PE

 0
 50
100
200

47.9
52.8
47.3
49.0

8.4
9.3
7.3
9.1

18.2
25.0
16.0
21.6

9.7
9.3
9.8
9.2

2.00
3.03
4.60
4.63

July 7
July 3
July 6
July 4

49.3 8.5 20.2 9.5 3.6 July 5

Reflective 
film

 0
 50
100
200

60.2
52.3
56.2
52.3

11.6
8.5
9.5
9.3

38.1
24.0
29.0
27.1

10.6
8.4
9.3
9.3

2.07
3.47
4.07
4.47

July10
July13
July11
July10

55.3 9.7 29.6 9.4 3.6 July11

Rice hull  0
 50
100
200

57.4
56.6
53.0
54.8

9.9
9.9
9.0
9.5

31.9
31.7
24.7
25.7

9.6
9.6
9.2
9.8

1.93
2.73
3.63
4.07

July 6
July 6
July 7
July 5

55.4 9.6 29.7 9.6 3.1 July 6

L.S.D  
0.05

A
B

A×B

3.3
ns
ns

-
4.4
3.4
6.8

ns
ns
ns

ns
0.3
ns

-

높게 나타난다. 본 시험에서도 절화장, 경경, 절화중도 반

사필름에서 가장 좋았다. 화고는 9-10 cm로 기형화가 아

닌 경우 특별한 품질의 차이는 없었다. 절화수량은 40 cm 

이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절화수량은 멀칭처리간에

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GA₃처리간에는 반사필름의 경

우 무처리 2.07개 보다 GA₃ 200 mg에서 4.47개로 2배 정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GA₃농도가 높을수록 수량이 

많았으며 다른 멀칭처리구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 개화기

는 정식 후 약 60일 정도 되어 개화되었는데 개화기는 흑색

PE 처리구에서 7월 5일로 가장 빨랐고 무멀칭, 왕겨, 반사

필름에서 각각 7월 6일, 7월 6일, 7월 11일 개화된 것으로 

무멀칭에 비하여 반사필름에서 5일 정도 지연되었다. 한

편, Huh(1994)는 반사필름 멀칭이 무멀칭에 비하여 유스

토마, 스프레이국화의 광합성 속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광

환경을 개선하여 초장, 절화장을 약 20 ㎝이상 증가시켰다

고 하였으며 지온을 2-3℃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이것은 광조건의 변화로 칼라의 생장에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무멀칭에 비하여 반사필름처리구의 지온이 2-

3℃ 낮아(Huh, 1994; Nam et al., 1997) 생육이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생육이 빠르게 진행된 

무멀칭에서 개화가 빠른 반면, 초장과 절화장이 작은 경향

이었고 반사필름처리구에서 생육이 늦게 진행되었지만 초

장, 절화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GA3 처리 농도와 처리시간에 따라 식물체의 반응이 결정

된다. 칼라는 일반적으로 구경 2 cm이하에서는 꽃이 피지 

않지만 Brooking와 Cohen(2002)은 GA3 100 mg･L-1
에 5

분, 1시간, 16시간 처리는 각각 26, 94, 100%개화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생장조절제의 처리부위에 따라 구근 전체침

지는 80%, 구근 위부분만 처리는 62.5%, 구근 바닥부분만 

처리는 2.5% 개화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과 같이 

GA3 처리는 구근의 전체 침지가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GA3 200-300 mg･L-1
도에서 16시간 침지하면 

1,000 mg･L-1
로 5분간 침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300 mg･L-1
이하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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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다만 GA3 처리는 수량과 품질의 관계에서 적정농

도와 처리시간이 결정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 시험

에서 GA 200 mg･L-1
이상의 고농도는 품질이 떨어지기 시

작하여 반사필름 멀칭의 경우(Table 2) GA3 200 mg･L-1
, GA3 

100, GA3 0 mg･L-1
에서 절화중이 각각 27.1, 29.0, 38.1 

g으로 농도가 적을수록  품질이 향상되었다. Dennis 등

(1994)은 교잡종 ‘Red Sunset’, ‘Orange Sunset’ 두 품종

으로 GA3 25, 50 mg･L-1
농도로 구근에 순간 침지하여 노지

에 심었을 때 25, 50 mg･L-1
에서 개화수량이 2배로 증가되

었으나 품질은 농도가 낮은 25 mg･L-1
에서 좋았다고 하였

다. Reiser 등(1993)은 Z. rehmannii Pink, Z. elliottiana 

X, Z. maculata Yellow, Z. albomaculata White 품종으

로 분화생산을 위하여 GA3 50, 100, 500 mg/L 농도로 구

근침지와 Bonzi (paclobtrazol), Sumagic (uniconazole)

의 생장억제제로 2, 4 mg/pot로 토양주입 한 결과 화수, 

기형화 면에서 GA3 100 mg･L-1
에서 가장 우수하였다고 하

였다. GA3 100 mg･L-1
에서 16시간 침지하면 89%개화되고 

GA4+7은 100% 개화되어 Brooking(2002)은 GA4+7이 효과

가 좋다고 하였지만 수량만이 아닌 절화장 등의 절화품질 

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로써 

GA3 처리는 억제제와 같이 처리 농도와 침지시간에 따라 

칼라의 생육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다만 Funnell(1993)과 Choi 등(2000)은 처리 농도와 시간

에 따라 수량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지만 보다 본 시험에서

와 같이 침지시간을 대폭 늘리면 농도에 따라 수량은 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nnis(1994)는 온실에서 GA3 

25 mg･L-1
처리의 4배의 개화수량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과는 다른 결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으나 품

종, 환경관리, 상품성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실험에서 절화장 등의 절화품질은 멀칭처리는 왕겨와 

반사필름처리구에서 좋게 나타났고 GA3 처리 간에는 농도

가 낮을수록 품질은 좋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절화수량은 기본적으로 구경이 큰 것일수록 수량

이 많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꽃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눈은 절화수량에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

로 꽃눈 분화에 도움을 주는 GA3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즉, 절화수량은 GA3가 주요인으로 GA3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량이 많은 경향으로 알려져 있지만(Brooking and Cohen, 

2002) 절화품질을 감안한 상품수량이 많은 처리가 적정농

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화장, 경경, 절화중을 기준으

로 상품수량이 많은 GA3 200 mg･L-1
가 적정농도라고 판단

되었다. 다만 절화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많다면 경영분석

에 따라 GA3 처리의 적정농도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Table 2).

IV. 결 론

우리나라에 유색칼라의 도입시 고랭지에서의 생육 및 개

화에 미치는 적정 토양 멀칭재료와 GA3 의 구근침지 조건

을 구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Black Magic’ 품종

의 구근에 GA3 농도별(0, 100, 200 mg･L-1
)로 침지한 결과 

구근의 ABA함량은 무처리구에서 20-25 pmol/ml로 GA3 

처리구보다 2배 이상 많았고 GA3 처리 내에서는 일정한 경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뿌리의 ABA함량도 구근에서와 같

이 무처리구가 높았고 GA3 처리 내에서는 농도가 높을수록 

ABA함량은 많은 경향이었다. 하지만, ABA 함량과 GA 함

량은 반비례 관계로서, ABA 함량이 낮은 것은 GA 함량이 

높다는 의미이다. ‘Golden Affair’ 품종을 이용한 멀칭처리

(무, 흑색PE, 반사필름, 왕겨멀칭)와 GA3 농도별(0, 50, 

100, 200 mg･L-1
)로 처리하였다. 절화품질을 나타내는 절

화장은 반사필름, 왕겨멀칭 처리구에서 좋았고 절화수량은 

GA3 200 mg･L-1
에서 가장 많았다. 절화품질과 절화수량을 

종합하면 반사필름+GA3 200 mg･L-1
 처리가 적정조건이

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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