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fect of Diniconazole on Growth and Flowering of Vinca rocea and Salvia
splendis

Sung-Hwan Choi1, Jum-Soon Kang1, Young-Whan Choi1, Yong-Jae Lee1, Young-Hoon Park1, Mi-Ra

Kim
1
, Beung-Gu Son

1
*, Hyeun-Kyeung Kim

2
, Hong-Yul Kim

3
, Wook Oh

4
, Hak-Bo Sim

5
, Ki-Byung

Lim
6
and Jin-Ki Kim

7

1Department of Horticultural Bio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Miryang 627-706, Korea
2Medical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san 602-739, Korea
3Bio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Miryang 627-702, Korea
4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712-749, Korea
5Gyeongsangbuk-Do Environment Training Institute, Kumi 730-050, Korea
6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7Flower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Changwon 641-920, Korea

Received April 7, 2011 /Revised June 29, 2011 /Accepted July 20, 201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iconazole (Sumiseven), an existing expensive
growth retardant, and diniconazole (Binnari), used as a cheap germicide,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Vinca major and Salvia splendis for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for expensive growth retardants.
The growths of V. major and S. splendis were retarded by Binnari treatment. The effect of Binnari 100
mg/l treatment was higher than that of Sumiseven 5 mg/l treatment in both plants. The length of
leaves was remarkably retarded by Binnari treatment, however, the width of leaves was only slightly
retarded, giving the leaf a round shape. The number of days to flowering was increased by Binnari
treatment in both in V. major and S. splendis. The number of days to flowering in V. major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except by treatemtn with Binnari 400 mg/l. The
number of florets of S. splendis increased with treatment with Binnari 100 and 20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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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생장조정제란 살균제, 살충제 및 제초제와 함께 농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물의 발아부터 생장 및 번식

등 전 분야에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조직배양 및 유전동

학분야에도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들 식물생장조정제중 식물

생장억제제는 주로 정단 분열조직의 세포분열을 억제함으로

서 줄기의 생장을 감소시키는 식물 생리적 효과를 가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말한다[10]. 이러한 생장억제제는 관상식물

에 있어서 저온, 건조, 염해, 병해, 공해 등 각종 환경스트레스

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절간장을 짧게 하여 수고를 감소시키

며 엽록소의 함량을 증가시켜 개화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분화

재배를 위하여 많이 이용되어 왔다[2]. 또한 생장억제제는 분

화류의 생장을 억제하여 아담하고 볼륨감 있는 분화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에서의 품질유지와 적응성도 높여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그러나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는 식물생장억제제

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작물의 생산단가를 높이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의 영농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존의 생장억제

제 uniconazole (이하 스미세븐) 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농가의

생산비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뿐더러 현재 널리 사용

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트리아졸계통의 살균제인 dinicona-

zole (이하 빈나리)는 많은 식물에서 적정농도의 처리에 의해

서 일부 작물에서는 생장억제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9]. 또한 Kim [8]은 일년초 금잔화와 천일홍에 빈나리

를 처리한 결과 생장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

나 Diniconazole (이하 빈나리)처럼 일부 작물에서 이러한 생

장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생장억제제중 생장촉진 호

르몬인 지베렐린 생합성을 억제하는anti-gibberelin으로 작용

하는 경우 정단분열조직의 억제뿐 아니라 다른 조직의 세포의

신장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작물마다 생장억제의 효과를

규명할 적절한 농도의 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다양한 화색과 관리의 편리성 등으로 실내 원예용 및

화단용으로 널리 이용 되어지고 있는 춘파 일년초인 일일초와

주로 화단용 또는 정원용 관상수인 샐비어는 최근 들어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일일초와 샐비어는 생장이

빠르며 특히 생장초기에 밀식, 차광 등과 같은 불량환경과 다

비, 다관수 등의 속성재배로 인한 줄기의 도장이 재배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배농가에서는 생산량 확보를 위

한 밀식, 차광 등과 같은 생육환경에 의한 줄기의 도장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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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가의 생장억제제를 사용하여 줄기의 도장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생장 억제에 효과 있는 기존의 생장

억제제인 스미세븐은 고가의 생장억제제이므로 이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는 빈나리의

농도별 처리가 일일초와 샐비어의 생장 및 개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는 일년초인 일일초(V. rocea 'Brance')와 샐비어(S.

splendens 'Parao') (사카다종묘)로 2009년 5월 1일에 파종하였

다. 발아하여 본엽이 2장이 발생한 5월 18일에 직경 15 cm의

비닐폿트에 원예용상토(주, 토비테크)를 사용하여 이식하였

다. 식물체가 완전하게 활착한 6월 10일에 살균제인 빈나리

(주, 동방아그로)과 생장억제제인 스미세븐(주, AGROS)을 처

리하였다. 처리농도는 빈나리 0, 100, 200, 400 mg/l로 하였으

며, 스미세븐의 경우 초화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 mg/l로

하였다. 식물체 처리는 식물체당 5 ml씩 엽면살포를 하였으며

처리당 10반복으로 하였다. 실험은 부산대학교 유리온실에서

실시하였다. 관수는 매일 하였으며, 이식 시 마감프K

(10-10-10)를 화분당 7 g 주었다. 빈나리와 스미세븐 처리 후

일주일간격으로 초장, 엽장, 엽폭 그리고 개화시기, 꽃수, 꽃크

기, 화서장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빈나리와 스미세븐을 처리 후 일주일간격으로 일일초의 초

장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일일초의

경우 살균제인 빈나리 100, 200, 400 mg/l와 생장억제제인 스

미세븐 5 mg/l 처리군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줄기의 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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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he stem length of V. rocea 'Brance' treated

Binnari (diniconazole) and Sumiseven (uniconazole).

Vertical bars indicate mean±SE (mg/l , n=10).

Fig. 2. Effect of Binnari (diniconazole) and Sumiseven (uniconazole)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V. rocea 'Brance'. A,

Control; B, Sumiseven 5 mg/l; C, Binnari 100 mg/l; D,

Binnari 200 mg/l; E, Binnari 400 mg/l.

억제되었으며, 살균제인 빈나리의 100, 200, 400 mg/l 처리

시 기존의 생장억제제인 스미세븐 5 mg/l 처리보다 줄기의

생장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나리의 경우

처리농도가 높아질수록 줄기의 생장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리농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Fig. 1, 2).

 그리고 일일초와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샐비어의 초장변화

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서 살펴보면, 일일초와 마찬가지로

살균제인 빈나리 100, 200, 400 mg/l와 생장억제제인 스미세

븐 5 mg/l 처리군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줄기의 생장이 억

제되었으며, 또한 살균제인 빈나리의 100, 200, 400 mg/l 처리

시 기존의 생장억제제인 스미세븐 5 mg/l 처리보다 줄기의 생

장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빈나리의 경우 처리농

도가 높아질수록 생장억제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일초와

달리 농도간의 차이가 확실하였다. 샐비어의 경우 본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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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he stem length of S. splendens 'Parao'

treated Binnari (diniconazole) and Sumiseven

(uniconazole). Vertical bars indicate mean±SE (mg/l ,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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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Binnari (diniconazole) and Sumiseven

(uniconazole)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S. splen-
dens 'Parao'. A, Control; B, Sumiseven 5 mg/l; C,

Binnari 100 mg/l; D, Binnari 200 mg/l; E, Binnari 400

mg/l.

서 처리농도가 가장 낮은 빈나리 100 mg/l 처리가 스미세븐

5 mg/l 처리보다 생장억제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Fig. 3, 4).

빈나리와 스미세븐 처리가 일일초의 줄기생장, 엽장, 엽폭,

개화소요일수, 꽃수, 꽃직경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과 같다.

줄기의 생장은 대조구가 17.6 cm였으며 스미세븐 처리의 경우

11.6 cm로 대조구에 비해 30.6% 억제되었다. 빈나리의 경우

모든 처리농도가 스미세븐보다 유의하게 강한 생장억제효과

를 나타내었다. 특히 빈나리 400 mg/l 처리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54.5%나 생장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엽장의 경우 대조

구 5.9 cm에 비해 처리구는 평균 4.4 cm 정도로 유의하게 억제

되었으나 살균제인 빈나리와 생장억제제 스미세븐의 처리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엽폭은 생장억제제 처리에 의해서

억제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엽장과는 달리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생장억제제 처리에 의해서

엽장은 억제되었으나 엽폭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

과로 엽형태 지수가 증가하여 엽형이 둥그러지는 현상을 나타

내었다. 개화소요일수의 경우 대조구의 80.3일과 스미세븐의

84.0일에 비해 빈나리는 처리농도에 관계없이 89.2~90.7일로

대조구에 비해 10일 정도 개화소요일수가 증가하였으며, 스미

세븐에 비해서도 6일 정도 개화소요일수가 증가하였다. 꽃수

는 대조구에 비해 빈나리 200과 400 mg/l 처리에 의해서 감소

하였으며 그 외의 처리는 대조구와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꽃의 직경은 빈나리 400 mg/l 처리에 의해서 작아졌으나 그

외의 처리는 대조구와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Fig. 2).

빈나리와 스미세븐 처리가 샐비어의 줄기생장, 엽장, 엽폭,

개화소요일수, 소화수, 화서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와 같

다. 줄기의 생장은 대조구가 25.1 cm였으며 빈나리 400 mg/l

처리의 경우 6.1 cm로 대조구의 24.3%로 가장 많이 억제되었

으며 빈나리 200 mg/l, 100 mg/l 스미세븐 처리 순이었다.

엽장의 경우도 줄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처리에서 생장이 억제

되었으며 특히 빈나리 400 mg/l 처리의 경우 3.6 cm로 가장

많이 억제되었다. 빈나리 100 mg/l, 200 mg/l과 스미세븐 처

리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엽폭은 빈나리 400

mg/l 처리를 제외하고 대조구와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샐비어의 경우도 일일초와 마친가지로 생

장억제제 처리에 의해서 엽형지수가 증가하여 엽형이 대조구

에 비해 둥글어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개화소요일수는 대조

구가 85.6일이었으나 스미세븐과 빈나리 모든 처리구가 90일

이상으로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개화소요일수가 증가하였

다(Table 2, Fig. 4). 특히 생장억제가 가장 컸던 빈나리 400

mg/l 처리구는 개화소요일수가 99.5일로 가장 많이 개화소요

일수가 증가하였다. 소화수는 빈나리 100 mg/l와 200 mg/l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화서장은 대조

구 5.7 cm로 빈나리 400 mg/l 처리구를 제외하고 처리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Izumi 등[4]은 호박의 세포배양액을 이용하여 몇 가지 트

리아졸계 생장억제제의 작용기작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

베렐린 생합성의 전구물질인 ent-kaurene이 kaurenoic acid

로 되는 산화단계를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트리아졸계 생장억제제인 스미세븐을 사용하여

초본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 mg/l에 대하여 동일한 트

리아졸계 화학물질로 살균제로 이용되고 있는 빈나리 100,

200, 400 mg/l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일일초와 샐비어 모두

빈나리 처리에 의해서 줄기의 생장이 억제되었으며 처리농

도가 높을수록 생장억제 효과도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본

실험에서 처리농도가 가장 낮은 빈나리 100 mg/l 처리는

스미세븐 5 mg/l 처리보다 강한 생장억제효과를 나타내었

다(Fig. 1, 2, 3, 4).

빈나리와 스미세븐은 모두 트리아졸계 화합물로 식물체내

에서 지베렐린합성을 저해한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 빈나

리 100 mg/l 처리가 스미세븐 5 mg/l보다 높은 생장억제효과

를 나타내었다. Kim [8]은 천일홍과 금잔화에 빈나리와 스미

세븐의 생장억제효과를 비교한 결과 천일홍의 경우는 200

mg/l 처리가, 금잔화의 경우에는 400 mg/l 처리가 스미세븐

5 mg/l 처리와 비슷한 생장억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빈나리에 대한 일년초의 생장반응의 다르게 나타난 것은

빈나리가 이들 식물체내에서 GA 생합성의 억제 정도 또는

식물체 내의 분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Chung 등[1]은 자란에 생장억제제를 처리한 결과 줄기의

생장이 억제될 뿐 만 아니라 잎의 길이에 상대적으로 엽폭의

비율이 증가하여 잎의 모양이 둥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 하였다. 본 실험에 있어서도 생장억제제 처리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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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Binnari (diniconazole) and Sumiseven (uniconazole)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V. rocea 'Brance' (n=10)

Treatment

(mg/l)

Stem leng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Leaf index

y No. of days to

flowering
x

No. of

flowers

Flower

diameter (cm)

Control 17.7(100)z 5.9 3.1 0.51 80.3 5.5 4.3

Sumiseven 5 11.6(69.5) 4.6 2.7 0.59 84.0 4.7 3.9

Binnari 100 9.8(58.7) 4.4 2.6 0.59 90.0 4.9 4.0

Binnari 200 8.7(52.1) 4.5 2.5 0.56 89.2 4.4 3.8

Binnari 400 7.6(45.5) 4.0 2.6 0.65 90.7 3.7 3.2

LSD 5% 1.3 0.6 NS 4.8 0.8 0.5
zPercentage of control. yLeaf width /length. xFrom sowing.

Table 2. Effect of Binnari (diniconazole) and Sumiseven (uniconazole) on the growth and flowering of S. splendens 'Parao'

(n=10)

Treatment

(mg/l)

Stem leng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Leaf

index
y

No. of days to

flowering
x

No. of

florets

Inflorescence

length (cm)

Control 25.1(100) z 7.6 5.0 0.68 85.6 20.3 5.7

Sumiseven 5 14.3(56.9) 5.8 4.7 0.81 97.2 21.1 5.0

Binnari 100 12.0(51.0) 5.2 4.5 0.87 92.9 25.2 5.2

Binnari 200 8.8(35.1) 5.4 4.4 0.80 93.2 23.8 5.5

Binnari 400 6.1(24.3) 3.6 2.9 0.81 99.5 18.5 4.2

LSD 5% 2.1 0.8 0.6 6.1 1.7 0.7
z
Percentage of control.

y
Leaf width/ length.

x
From sowing.

일일초, 샐비어 모두 엽장에 대한 엽폭의 비율이 커졌다. 이

와 같은 현상은 트리아졸계 생장억제제의 일반적인 효과로

생각되었다.

초본식물인 제라늄[5], 심비디움[7] 그리고 목본식물인 아

잘레아[11], 배[3], 후크시아[6], 마카다미아[12] 등은 생장억제

제 처리에 의해서 화아분화가 촉진되며 개화수도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도 샐비어의 경우 빈나리 100, 200 mg/l처리에

의해서 소화수가 증가하였다(Table 2). Dheim과 Browning [3]

은 생장억제제 처리에 의한 화아분화 촉진효과는 직접적이라

기 보다는 영양생장기관의 생장억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라

고 고찰하였으며 본 실험의 빈나리 처리에 의한 샐비어의 소

화수 증가도 유사한 현상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살균제 빈나리는 고가의 생장억제

제인 스미세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적정처리

농도는 100 mg/l 이하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일일초와 샐비어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빈나리를 다른 식물

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리농도, 처리시기, 처리방법 등에 대

한 추가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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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생장 억제에 효과 있는 기존의 생장억제제인 스미세븐은 고가의 생장억제제이므로 이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는 빈나리의 농도별 처리가 일일초과 샐비어의 생장

및 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일일초와 샐비어 모두 빈나리처리에 의해서 생장이 억제되었다.

두 식물체 모두 빈나리 100 mg/l 처리가 스미세븐 5 mg/l보다 높은 생장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빈나리 처리에

의해서 두 식물체 모두 엽장은 감소하였으나 엽폭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엽형이 둥굴어지는 현상이 나타

났다. 개화소요일수는 일일초과 샐비어 모두 대조구에 비해 빈나리 처리시 증가하였다. 일일초의 꽃수는 빈나리

400 mg/l 처리를 제외하고 대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샐비어의 경우 빈나리 100, 200 mg/l 처리에 의해서 소화

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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