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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허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B-9과 Uniconazole 처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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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nt height and internodal length of Mentha piperita, 
Origanum vulgare L., and Thymus vulgaris L. were reduced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500, 2,500, 5,000 mg/L B-9 and 0.5, 1.0, 5.0 mg/L uniconazole. On 
the efficiency of dwarfing in 3 herb species, uniconazole was more effective 
than B-9, but plant height of Thymus vulgaris was more shortened with 

2,500mg/L B-9 treatment than 3 levels of uniconazole treatments. Cuttings 
from 3 kinds of herbs tested were died with 5,000mg/L B-9 treatment. The 
number of lateral shoots per plant was heighest at control plants and uni-

conazole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lateral shoots than B-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f growth between B-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f growth between B-9 and uniconazole treatments. The root 

growth of Mentha poperita, Origanum vulare, and Thymus vulagri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B-9 or uniconazole.

Additional key words: plant growth retardant, potted herb pla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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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
(mg/L)

Plant
height
(cm)

Number
of lateral

shoots/plant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Internode
length
(cm)

Top
dry weight

(g/plant)
Mentha piperita

Control 28.4az 9a 4.2a 2.2a 3.0a 1.13a

Uniconazole
   0.5 15.3c 3bc 3.0c 1.7c 1.9c 0.45cd
   1.0 18.9b 5ab 2.8cd 1.9b 2.2b 0.58bc
   5.0 11.1d 0c 2.5d 1.4d 2.0b 0.22d

B-9
 500 28.3a 6ab 3.6b 2.1a 3.1a 0.82b
2500 26.8a 7ab 3.6b 2.1a 2.9a 0.59bc
5000 -y - - - - -

Origanum vulgare
Control 25.7a 13a 2.3a 1.5a 3.2a 1.54a

Uniconazole

   0.5 10.7cd  2d 1.6d 1.3b 1.4cd 0.32cd
   1.0 12.4c  5c 2.0b 1.6a 1.3d 0.49c
   5.0  8.9d  0e 1.5c 1.2b 1.8c 0.17d

B-9
 500 21.4b 10b 2.0b 1.4ab 2.5b 0.90b
2500 22.0b 11b 2.0b 1.2b 3.1a 1.03b
5000 - - - - - -

Thymus vulgaris
Control 20.5a 11a 1.0a 0.6a 1.5a 0.16a

Uniconazole
   0.5  5.6c  0c 0.8b 0.5b 1.0b 0.08b
   1.0  7.5c  0c 0.8b 0.5b 1.1b 0.06b
   5.0  6.3c  1c 0.8b 0.6ab 1.2ab 0.06b

B-9
 500 14.3b  6b 0.9ab 0.7a 1.3ab 0.04b
2500  5.3c  0c 0.8b 0.6ab 1.2ab 0.04b
5000 - - - - - -

z
Means in columns each within herbs plant were separated by DMRT at P ＝ 0.05.

y
Treatments lacking plant height, leaf length, leaf width, number of lateral shoots, 
internodal length and top fresh and dry weight values were those in which plants 
died during the plant growth.

Table 1. Effect of B-9 and uniconazole on the growth of cuttings from Mentha piperita, 

Origanum vulgare L., and Thymus vulgaris L. 

서    언

식물생장억제제는 기생장 억제, 엽록소의 

생성 능력을 향상시켜 노화를 지연시키며, 색소

형성의 진 는 억제, 수분스트 스나 건조에 

한 항성 증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Davis 등, 1988). 특히 화훼류에서

는 생장억제제는 생장을 히 조 하여 균형

있는 상품생산에 이용되며, 기의 생장을 억제

할 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식물에 내건성을 향

상시킨다(Buxton과 Culbert, 1967). 엽식물

(Kwack과 Lee, 1997), 해바라기(Dasoju 등, 

1998), 제라니움과 국화 (Tayama와 Carver, 

1992) 등은 생장억제제 처리시 장이 짧아지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허 식물 분화재

배에 있어서 장억제효과에 한 연구는 미미

한 실정이다. 지 까지 허 에 한 연구는 재

배시 양액의 처리(Lee 등, 1993a, b)  재배

환경에 따른 생육변화(Pyeongchang A.E.S., 

1998), 그리고 그에 따른 향성분의 변화에 

해서만 집 으로 연구되어졌으며(Na, 1999; 

Seo, 1998), 번식면에서는 삽목발근에 미치는 

발근제의 향에 한 연구(Han, 1998)가 진

행되었다. 하지만 허 의 향기를 이용할 수 있

는 가치를 동시에 살리면서 상 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는 미진하다. 최근 평창군농

업기술센터(1998)가 분화재배시 처리한 식물생

장억제제의 효과를 보고하 으나 이는 삽목 발

근후 분에 정식한 다음의 처리이고 한 토양

주가 아닌 경엽살포를 함으로써 식물체가 충

분하게 생장억제제에 한 반응을 보일수 상태

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산출하 으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허 식물에 식물생장억제제인 

uniconazole  B-9을 농도별로 삽목상의 삽

수상태에 토양 주를 하여 삽수 이식시 토양에 

잔존해 있는 생장억제제가 삽수 분식후 지속

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가와 삽수상태에서의 

생장억제제의 감응이 분식후의 허 생육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고자 수행하

다. 

재료  방법

허 식물의 삽목시 식물생장억제제 처리가 

정식후 분화생육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공시식물로는 생육이 균일한 상태의 

Mentha piperita, Origanum vulgare L.  

Thymus vulgaris L. 등의 3가지 종류을 이용

하 으며, 삽수는 1998년 6월 15일 128공 

러그 트 이에 삽목한 후 10일째에 0.5, 1.0, 

5.0mg/L uniconazole과 500, 2500, 5000 

mg/L B-9 을 각각 30mL 씩 러그 트 이에 

주처리하 다. 그리고 동년 7월 9일에 직경 

18cm 흑색비닐 포트에 이식하 으며, 삽목과 

이식시 사용된 상토는 무비상태인 토실(신안그

로, 진주)를 사용하 다. 삽목후 분에 정식  까

지는 매일 수하 으며, 분식후부터 나르겐 

1,000배 희석액을 2일 간격으로 주었고 자연상

태로 리하 다. 조사는 생장억제제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분에 정식후 35일 후에 장, 

분지수, 엽장, 엽폭, 간장, 근장, 지상부  지

하부의 건물  등으로 나 어 조사하 다.

결과  고찰

식물생장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Mentha pipe-

rita의 생육은 다르게 나타났는데(Table 1), 

uniconazole 처리시 조구에 비하여 모든 생육

이 억제되었다. 특히 장이 매우 짧아졌으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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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B-9 and uniconazole on the root length and dry weight of 3 herb plants.

장, 엽폭  간장도 단축되는 경향이었다. 신

발생수도 억제되었으며 지상부  지하부의 

건물 도 감소되었으나 근장은 오히려 길게 나

타났다(Fig. 1). 그러나 B-9 처리시에는 조구

에 비하여 장억제 효과는 없었으며 엽폭, 근장 

 간장도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엽장은 짧고 신 발생이 억제되었으며 지

상부  지하부의 건물 이 감소되었다. 이로 보

아 B-9보다 uniconazole이 장억제에 더 효과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장억제제의 농도간에

는 uniconazole 처리시 농도가 높아질수록 

장, 엽장  엽폭이 짧고 신 발생이 억제되었으

며 지상부의 건물 이 작았으나 간장은 유의

차가 없었고 근장은 오히려 길게 나타났다. B-9

은 500mg/L 와 2,500mg/L 처리간에 지상부 건

물 을 제외하고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5,000mg/L 처리시에는 삽수가 모두 고사되었

다.

Origanum vulgare도 생장억제제 처리시 

조구에 비하여 모든 생육이 억제되었는데, 특히 

장이 매우 짧고, 엽장  간장도 짧아지는 

경향이었고 신 발생이 억제되고 지상부  지

하부의 건물 도 작았으며 uniconazole 처리가 

B-9처리보다 생장억제에 더 효과  이었다. 생

장억제제의 농도간에는 uniconazole 처리시 

0.5mg/L 처리에 비하여 1.0mg/L 처리에서는 

오히려 생장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5.0mg/L 

처리에서는 생장억제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B-9은 500mg/L와 2,500mg/L 처리간에 엽폭

과 간장을 제외하고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5,000mg/L 처리시 삽수는 모두 고사되었다.

Thymus vulgaris에서도 생장억제제 처리시 

모든 생육이 억제되었으며, uniconazole 처리

가 B-9처리보다 생장억제에 더욱 효과 이었

다. Uniconazole 단독 처리구간의 농도간에는 

장, 신 발생  엽장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엽폭과 간장도 오히려 농도가 높을 수록 길었

으나 지상부 건물 은 이와 반 로 낮았다. B-9

은 농도가 높을수록 장억제 효과가 컸으며 신

발생도  되지 않았다. 엽장과 엽폭도 작

은 경향이었으나 간장과 지상부 건물 은 유

의차가 없었으며 5,000mg/L 처리시에는 삽수

가 모두 고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공시식물 모두 식물생장

억제제 처리시 조구에 비하여 장이 짧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uniconazole 처리시 모든 농도

처리가가 B-9의 모든 처리구보다 더욱 짧은 

장을 보여 uniconazole 처리가 B-9보다 장억

제에 더욱 효과 이었으나 Thymus vulgaris 

2,500mg/L B-9 처리는 uniconazole 처리보다 

장이 짧은 결과를 보 다. 5,000mg/L B-9 처

리에서는 공시한 3종 모두의 삽수가 고사하여 

5,000mg/L B-9는 본 실험에 사용된 허 의 삽

수에 고농도 장해가 있어 한 농도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신 는 조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B-9 처리가 uniconazole 처리에 비하여 

모든 식물에서 신 발생이 많은 결과를 보 다. 

엽에 한 생장억제제의 처리 효과는 3종 모두 

생장억제제에 의한 유의차가 었으며 간장은 

장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하부의 생육

은 Origanum vulgare와 Mentha piperita는 

1.0mg/L uniconazole에서, Thymus vulgaris

는 500mg/L B-9 처리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 으나 uniconazole과 B-9의 처리간 유의차

는 그리 크지 않음을 보 다. 이와 같이 본 실험

에서 uniconazole  B-9 처리시 장이 짧아

지고 생육이 반 으로 억제되었는데 이에 

하여 Gao 등 (1989)은 uniconazole이 식물체내

의 GA 합성을 해하기 때문이라 하 다. 그리

고 엽식물에서도 uniconazole 처리시 농도가 

높을수록 장이 짧아지고 (Kwack과 Lee, 

1997), 해바라기 분화재배시 생육이 억제되고 

특히 장이 짧아졌다 (Dasoju 등, 1998). 제라

니움과 국화 분화재배시에도 조구에 비하여 

장이 짧아지고 경경이 작았다고 하 으며

(Tayama와 Carver, 1992), 지상부  지하부

의 건물 이 작으며 간장도 짧아진다고 하여

(Schuch, 1994) 본 실험에서도 같은 경향이었

다. 따라서 허 식물 분화재배시에도 unicona-

zole과 B-9을 처리함으로써 장을 억제시킬 수 

있어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는데 차후의 실험으로 상품성을 증가시킬 수 있

는 품질을 생산 할 수 있는 보다 세부 인 작물

별 B-9과 uniconazole의 농도를 구명하는 실험

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록

식물생장억제제 처리시 조구에 비하여 

장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uniconazole 

처리가 B-9 처리보다 장억제에 더욱 효과  

이었으나 Thymus vulgaris 2,500mg/L B-9 

처리시는 uniconazole 처리보다 장이 짧은 

결과를 보 다. 5,000mg/L B-9처리시 공시한 

3종 모두의 삽수가 고사하 다. 신 수는 조

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B-9 처리시는 

uniconazole 처리에 비하여 신 발생이 많았

Growth retar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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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잎에 한 생장억제제의 처리 효과는 공시

식물 모두 유의차가 었으며 간장은 장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Mentha piperita, 

Origanum vulgare와 Thymus vulgaris 지하

부 생육은 B-9이나 uniconazole에 의해 하

게 향 받지 않았다.  

추가 주요어：식물생장억제제, 분화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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