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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various growth substrates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hydroponically grown Freesia hybrid  ‘Gold Rich’. Perlite, peat moss and 
a perlite: peat moss mixture (1 : 1 ratio, v / v) were used as the growing media. The greatest plant 
height before flower bud differentiation was attained using mixed medium compared to the others. 
The type of medium used did not influence leaf number, mineral content or SPAD value in leaves. 
Flowering began at 137 days after planting in mixed medium, which was 13 days earlier than in 
perlite medium. The whole plant fresh weight was 21.3 g heavier in mixed medium than in perlite 
medium (40.9 g). A similar result was obtained for shoot length, with the highest value (96.6 cm) 
obtained in mixed medium, i.e., 20 cm higher than in perlite medium (76.6 cm). Floret number per 
plant was also the highest in mixed medium (14.4), i.e., 1.7 - times higher than in perlite medium. 
Therefore, among the substrates tested in this experiment, we recommend using mixed perlite: 
peat moss medium (1 : 1 ratio, v / v) for hydroponic culture of freesia, as the use of this medium 
improved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plants, producing the best results in terms of plant growth 
and cut-flower quality.

Additional key words: flowering time, mineral content, SPAD value, soil physical properties, 
growth

서  언

프리지아는 그 동안 대부분 토양에서 재배되어왔기 때문에 연작에 의한 병·해충 감염,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어있다. 토양재배는 염류 집적으로 인한 생리장해 발생, 토양전염성 병원균 만연, 농업 노

동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양액재배로 전환하려는 농업인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01;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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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Kim et al., 2009). 양액재배는 연작장해를 회피할 수 있고 재배관리의 생력화 및 작업의 용이함, 양수분관리의 시스템화, 

자동화에 의해 토경재배보다 경영규모의 확대가 가능한 점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Lee et al., 1999). 프리지아의 경우도 

국내육성종의 무병종구보급과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해서는 양액재배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프리지아 절

화생산은 2�3월 졸업과 입학시즌에 주로 생산되지만, 구근장기저장 기술(Lee et al., 2003)과 촉성재배기술(Lee et al., 1997)이 개

발되어 12월부터 5월까지 절화생산이 가능한 화훼작물이다. 최근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2012까지 매년 100

만본 이상 수출한 품목으로 고품질 절화 생산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국산품종의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작기 확대와 함께 

고품질의 균일한 절화 생산을 위한 전용 양액재배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인공배지의 장점은 병균과 잡초 종자가 없

으며 가볍고 반복사용이 가능하며, 생장과 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펄라이트와 피트모스, 바크, 버

미큘라이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Wilson, 1986). 일부 농가에서 프리지아의 양액재배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화와의 윤

작방식으로 국화위주의 양액방식을 접목하고 있어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화훼작물 양액

재배 기술은 장미(Chung, 1994; Han et al., 2001), 국화(Ji et al., 1998; Lee et al., 1999; Hwang et al., 2003), 거베라(Kang et al., 1998) 

등에서 개발되었지만  프리지아의 양액재배는 시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농가에서 적용 가능한 프리지

아 양액재배 전용 인공배지를 선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프리지아는 국내 육성종인 ‘골드리치’(Freesia hybrida 'Gold Rich') 품종으로 휴면이 타파된 구근을 저온처

리 하지 않고 최저온도 10°C가 유지되는 단동의 가온 비닐하우스에 2014년 9월 1일 정식하여 수행하였다. 재배 배드(폭 80cm 

× 높이 20cm)에 배지를 채우고 정식 전, EC 1.0dS∙m-1의 배양액으로 포화시켰고 10cm × 10cm간격으로 정식하였다. 배양액 

조성은 네덜란드 화훼연구소(PBG) 처방액 (순환식기준)으로 Table 1과같다. 급액은 점적 테이프를 이용하여 1회에 주당 

100mL를 오전(7 : 00)과 오후(19 : 00) 2회 / 일 공급하여 재배하였다. 배양액의 EC는 정식 후 2주까지는 EC 0.6dS∙m-1, 이후 꽃

눈분화 이전까지는 EC 1.0dS∙m-1, 꽃눈분화 이후는 EC 1.2dS∙m-1로 관리하였으며 pH는 전 생육기간 동안 5.8 ± 0.2로 일정하

게 유지시켰다. 시험구는 펄라이트 단용, 피트모스 단용 및 펄라이트 + 피트모스(1 : 1, v / v) 혼합 등 3처리를 두고 반복당 재

식 주수를 100주로하여 완전임의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처리 용토의 가밀도(dry density), 공극률, 액상, 기상, 중량수분함량

(Gravimetric water content) 등 물리적 특성(Table 2)은 EN분석법에 따라 각각의 항목을 분석하였다(CEN, 1999). 꽃눈분화 전 생

육특성으로 초장과 엽수는 정식 후 2주가 경과되었을 때, 2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엽록소 함량은 정식 후 9주가 

경과되었을 때 SPAD meter(SPAD � 502, Minolta, Japan)를 상용하여 3번째 잎의 중간부위를 측정하였다. 식물체 무기성분 분

석은 화뢰가 출현된 직후 식물체 시료를 세척 후 건조(70°C, 72 hr)한 다음 분쇄하여 흑연 블록산 순환 포집 분해장치(Ecopre, 

OD � lab,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전처리하고, P은 ammonium vanadate법에 의한 비색정량, K, Ca, Mg은 원자흡광분광광도

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GBC Avanta PM, GBC Scientific Equiment Pty Ltd., Victoria,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

Table 1. Composition of PBGz nutrient solution recommended for Freesia hybrid ‘Gold Rich’ culture.

Element
Macro - elements Micro - elements

Ca(NO3)∙ KH2 MgSO4∙ KNO3
NH4 Fe - MnSO4∙

H3BO3
Na2B4O7∙ ZnSO4∙ CuSO4∙ Na2MoO4∙

4H2O PO4 7H2O NO3 EDTA H2O 10H2O 7H2O 5H2O 2H2O
Mineral
content 590 115 370 606 80 16 1.563 1.429 2.273 0.87 0.2 0.125   
(mg∙L-1)
zResearch Station for Floriculture and Vegetables in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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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질소함량은 CN 원소분석기(Vario MAX CN, Elementar Analysensysteme GmbH, German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액

배지별 개화반응을 보기 위하여 개화특성조사를 측정하였다. 1번 소화가 착색되어 봉오리가 1 � 2mm정도 열개되었을 때를 

개화시로 조사하고, 1번화의 첫 번째 소화가 완전히 개화하였을 때 초장, 1번화의 절화장, 소화수, 1번 절화무게(생체중, 건

물중)를 측정하였다. 또한 만개시에 전체 식물체 무게와 1번 절화무게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9.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꽃눈분화 전 초장은 펄라이트 배지 보다 피트모스 배지와 혼합(펄라이트1 + 피트모스1, v / v)배지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 

되었다(Fig. 1). 혼합배지 및 피트모스배지의 초장은 64.5cm와 57.9cm로 펄라이트 배지(44.1cm) 보다 혼합배지가 20.4cm 정도 

길어 초기 생육이 30% 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혼합배지가 펄라이트 배지(관행) 보다 물리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된다. 화아분화 전 엽수(Fig. 1)는 혼합배지가 5.5개로 가장 많고 피트모스배지에서 5.2개 펄라이트에서 4.7개로 조사되었지

만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SPAD를 이용한 엽내 엽록소 함량(SPAD value)을 측정한 결과 역시 수

치상으로는 펄라이트 배지에서 49.3으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배지종류별 화뇌 형성기에 엽내 N, P, K, 

Ca 및 Mg의 분석결과(Fig. 3), 펄라이트 배지에서 자란 식물체의 잎에서 N 함량과 P 함량이 높았고, 피트모스배지에서 자란 

식물체는 K 함량과 Ca 및 Mg 함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wang et al.(2003)은 

배지종류별 국화 생육 반응 연구에서 T � N, P 및 K 함량이 피트모스+왕겨혼합배지가 왕겨나 펄라이트 단용배지 보다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는 배지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른 경향을 보였다. 소화가 모두 발달되었

을 때 식물체 전체의 무게와 1번화 무게를 조사한 결과는 Fig. 4과 같다. 식물체 전체의 생체중은 피트모스 배지에서 자란 식

물체가 62.2g으로 가장 무거웠고 혼합 배지(57.3g)가 그 다음으로 조사되었고 펄라이트 배지에서 자란 식물체는 40.9g으로 가

장 가벼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펄라이트 배지에서 자란 식물체가 다른 두 배지보다 17g이상 가벼워 재배하는 배지에 따

라 생육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번화 무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피트모스 배지와 혼합배지에서 자란 식물의 1번화 무

게가 17g에서 20g사이로 조사되었지만 펄라이트 배지에서 자란 식물체는 12.5g으로 적게는 4.5g에서 많게는 7.5g까지 차이

가 낫다. 생육조사 결과 재배 배지에 따라 생육 및 절화 품질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ichiken 처방액을 이용

한 국화 양액재배 결과(Hwang et al., 2003), 피트모스+왕겨 혼합배지가 왕겨 단용배지와 펄라이트 단용배지 보다 지상부 생

체중이 높았다는 보고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재배 배지에 따른 개화특성은 Table 3와 Fig. 5와 같다. 정식 이후 개화까지 걸린 시간은 혼합배지에서 자란 프리지아가 137

일로 가장 짧았고, 피트모스 배지는 143일, 펄라이트 배지는 150일이 걸려 가장 늦었다. 이와 같이 배지간 식물의 개화기간 

차이는 최대 13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Ahn(1996)은 국화 양액재배에서 개화기를 조사한 결과 왕겨 배지가 훈탄 배지 보다 

Table 2. Dry bulk density, total pore space, water volume, air volume and gravimetric water contents of substrates determined by the EN method.

Substrate
Dry bulk Total pore Water Air Gravimetric
Density space volume volume water content
(g / cm3) (%) (%) (%) (%)

Perlite 0.15a 94.6 22.7c 71.7a 151.3c
Peat moss 0.08b 96.6 52.7a 43.9c 658.8a
Mixedy 0.11a 95.8 37.0b 58.8b 336.4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t p ≤ 0.05.

yperlite + peat moss(1 : 1, v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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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plant height (upper graph) and number of leaves (lower graph) per plant in ‘Gold Rich’ freesia plants grown 
in different substrates before flower differentiation. The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ions (n = 10) p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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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lorophyll content in leaves of hydroponically grown Freesia hybrid ‘Gold Rich’ grown in different substrates. The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 from 10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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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neral content in leaves of hydroponically grown Freesia hybrid ‘Gold Rich’ grown in  different substrates. The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 from 10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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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substrates on total weight (upper graph) and 1st flower stem weight (lower graph) of hydroponically grown 
Freesia hybrid ‘Gold Rich’ grown in different substrates. The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ions (n = 10) p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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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펄라이트 배지보다는 14일 단축되었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기물이 포함된 배지인 피트모스와 피트모스 + 펄라

이트 혼합배지가 펄라이트 배지 보다 개화기가 단축되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조기 출하 시 절화 단가가 높고 꽃 수확 이

후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빠른 절화 수확을 선호한다. 따라서 재배 배지에 따라 출하시기가 달

라질 수 있어 조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식물체 초장은 피트모스와 혼합배지에서 자란 식물이 94.1cm에서 

96.6cm로 비슷했지만 펄라이트 배지에서 자란 식물체는 76.6cm로 가장 짧았고 다른 두 배지와 비교 시 20cm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5는 처리별 개화기에 촬영한 사진인데 전체 생육이 펄라이트 배지에서 피트모스나 혼합 배지

보다 많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번화 절화 길이는 혼합배지에서 자란 식물이 47.3cm로 가장 길었고 펄라이트 배지

에서 자란 식물이 42.5cm로 가장 짧았다. 

소화수는 피트모스와 혼합배지에서 자란 프리지아는 11.6개 이상으로 조사되었지만 펄라이트 배지에서 자란 프리지아는 

9.7개로 나타나 배지종류에 따라서 소화수 차이가 약 2개 가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험에 사용한 상토의 물리적 특

성을 보면(Table 2), 가밀도는 펄라이트 배지가 0.15g·m-3으로 가장 높고 피트모스 배지는 0.08g·m-3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공

Table 3. Effect of substrates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hydroponically grown Freesia hybrid ‘Gold Rich’.

Substrate
Days to first flowering Plant height 1st flower stalk length Spike length No. of

(days) (cm) (cm) (cm) florets
Perlite 150az 76.6b 42.5b 13.0a 9.7b
Peat moss 143b 94.1a 43.9b 13.5a 12.3a
Mixedy 137c 96.6a 47.3a 13.2a 11.6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t p ≤ 0.05.
yperlite + peat moss(1 : 1, v / v).

Fig. 5. Effect of substrates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hydroponically grown Freesia hybrid ‘Gold Rich’.  A: perlite, B: peat 
moss and C: perlite: peat moss1(1 : 1, v / v)

A B C



프리지아(Freesia hybrida) ‘골드리치’의  양액재배 시 인공배지별 생육 및 개화특성

Horticultural Science & Technology36

극률은 반대로 피트모스 배지에서 96.6%로 가장 높았고 펄라이트 배지는 94.6%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체 공극 중 펄라이트 

배지는 많은 부분이 공기로 채워져 있었고, 피트모스 배지는 물로 채워진 부분이 많았다. 펄라이트와 피트모스, 혼합배지의 

물리성은 전체적으로 단용배지와 비교했을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Verdonck와 Demeyer(2004)

는 피트모스에 펄라이트가 혼합되면 액상과 기상의 구성이 크게 변한다고 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혼합배지에서 물리성

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분함량은 펄라이트 배지가 151.3%였고 피트모스 배지는 658.8%, 혼합배지는 336.4%로 조

사되어, 혼합배지에서 생육 및 개화특성이 우수한 것은 혼합배지가 물리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Panupon과 

Soraya(2015)는 분화용 메리골드에서 몇 가지 혼합용토가 물 이용 효율성과 개화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액상이 

49.89%(코코넛 섬유분말 50%처리)인 처리에서 물 이용 효율이 가장 높았지만, 57.27%%(코코넛 섬유분말 70%처리)인 처리

에서 개화수량(총 생체중과 수량)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액상이 52.7%인 피스모스 처리보다 37%

인 혼합용토에서 생체중이 높아 작물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프리지아 양액재배 시 적정 배지로는 지상부 생육이 좋고 개화특성에서 우

수한 결과를 보인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1 : 1로 혼합한 배지로 판단된다.

초 록

프리지아 ‘골드리치’ 양액재배 시 적정 인공배지를 선발하기 위해 펄라이트, 펄라이트(1) + 피트모스(1) 혼합, 피트모스를 

처리하였다. 꽃눈분화 전 초기 생육은 혼합배지와 피트모스 배지가 펄라이트 배지에 비해 초장이 길었고 엽수는 차이가 없

었다.  엽내 무기이온 흡수비율과 엽록소 함량(SPAD value)은 처리별 큰 차이가 없었다.  개화소요일수는 혼합배지가 137일, 

피트모스 배지는 143일, 펄라이트 배지는 150일로 가장 늦었다. 식물체 총 중량은 혼합배지에서 62.2g으로 펄라이트배지 보

다 21.3g이 더 무거웠고, 초장은 혼합배지에서 96.6cm로 펄라이트 배지 보다 20cm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화수도 혼합배

지가 14.4개로 가장 많았고 펄라이트 배지 보다 1.7개가 많았다. 프리지아 양액재배 시 적정 배지로는  생육 및 개화특성이 우

수한 것으로 조사된 혼합(펄라이트 + 피트모스)배지로 판단되었다. 

추가 주요어 : 개화시기, 무기물 흡수, 엽록소함량, 토양 물리성,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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