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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on Phalaenopsis flowering for inproving the 

production and quality in commodity.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initiation of flower stalk 45 days after high-land cold treatment 

was a little higher in Ausungsang of Mt. Halla than in Youngsil. The 

number of flower stalk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all treatments, 

but the treatment done on July 8 showed 2 more flower stalks than those 

done in other periods.

2.  The length and width of flower stalk after high-land cold treatment 

was longer and wider in Ausungsang than Youngsil, but the treatment on 

July 1 showed a shorter length in Ausungsang, with not much difference.

3.  Ausungsang is lower than Youngsil in sea level, whereas Ausungsang 

was characterized as lower 2°C in temperature, but with a higher humidity 

throughout day and night than Youngsil. However, Ausungsang was faster 

than Youngsil in terms of both flowing and full bloom period.

4.  When a high-land cold treatment was applied, the effectiveness of 

growth regulators treatment was identified that the higher the concontration 

of GA and BA, the more the number of flower stalks. In addition, the 

number of flower stalks were more in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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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50mg/L with GA100mg/L. The number of flower stalks in the high-land 

cold treatment was most in GA, and followed by BA, and the combination 

of BA with GA,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number 

between the combination of GA with BA and control treatment.

5.  The length of flower stalk in the high-land cold treatment was 

longest in BA200mg/L treatment. In Ausungsang, the trend was that the 

length of flower stalks was long in all treatments, but their width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cept a little thicker in GA treatment.

6.  When growth regulator treatment was applied, the number of flowers 

per pot showed a trend that in Ausungsang,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of 

GA treatment, the more the number of flowers.

 It was found that BA and combined with GA treatment showed less 

number of flowers compared by contral.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BA concentration the less the number of flowers throughout al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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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호접란은 고온 다습한 열대 아시아(대만, 말레이시아, 자바, 필리핀, 보루네오, 

뉴기니아, 호주)에 자생하는 난이므로 추위와 건조에는 못견딘다. 그러나 온도

와 습도만 유지해 준다면 덴드로비움이나 심비디움보다 쉽게 꽃피울 수 있고 

조직배양묘는 입수 후 만 2년이면 개화함으로 경 상 오히려 유리한 것이다. 

더구나 종전에는 분화와 절화용으로만 이용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고급 꽃꽂이

나 신랑 신부의 꽃다발용 등 용도도 나날이 넓어져 가고 있다. 

 호접란은 온도만 만족하면 40일에 한 장씩 잎을 형성한다. 잎은 양쪽으로 대

생하고 보통 각엽액마다 2개의 눈이 생겼다가 어느정도 자란 후에 휴면한다. 

그 중 제일 윗자리에 생긴 주아는 화아분화에 만족스러운 조건이 되면 자라나

서 화경이 되고 꽃이 핀다. 화경이 생길려면 잎수가 최소한 3장이상 자라난 후

라야 한다.

 자연상태에서 호접란의 꽃눈 형성은 보통 10월 하순에 일어나고 이것이 꽃이 

피기까지는 약 120일이 걸린다. 즉 호접란의 화아형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저온 

단일이다. 모든 계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빌리스 계통은 본엽 5장이

상의 성주나 한번 꽃이 핀 절위에 3장 이상의 잎이 자라난 모주를 야간 18℃, 

주간 20℃의 항온하에 두면 40일이며 화경이 자라나서 꽃이 핀다. 한번 꽃이 

핀 화경은 화경의 아래쪽 매듭에도 이미 화아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화수만 잘

라버리고 아래 화경을 남겨두면 2차 개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고온 

28℃ 장일기가 되면 액아는 발달되더라도 양아(高芽)로 변해 버린다. 이와 같

은 액아에는 BA 0.5∼1.0%와 GA 0.125∼0.25%를 혼합한 리노린 페스트를 바

르면 고온기라도 꽃이 핀다. 그러나 이 경우는 착화수가 줄고 꽃도 적어지며 

품질이 떨어진다(홍, 1988).

 호접란은 재배목적에 따라 품종의 선택도 달리 하는 것이 좋다. 즉 절화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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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화재배는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분화재배용은 대가 길고

(60cm 이상) 분지하지 않으며 꽃이 많이 피는 것이 좋고 분화용은 꽃대가 실

하고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고 잎은 상향형이 좋다. 

 가장 실용적인 개화조절 방법은 개화 모주의 저온처리와 고랭지재배법 및 고

온 억제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나 외국에서

는 저온처리와 고랭지 이용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있다. 

 저온처리에 의한 개화 촉진은 우선 저온처리묘 모주의 신초가 3장 이상의 완

전 전개엽이 있어야 가능하고 한번 절화 한 것은 절화 한지가 2달 이상 된 것

이라야 한다. 10∼12월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저온처리 기간이 5∼9월의 더운 

때이므로 온실은 차광해야 하지만 평소보다 약하게 50% 정도만 차광한다. 또

한 처리 중은 비료를 시비하지 않는다. 냉방의 효율상 변온 관리하는 것이 좋

고 165㎡의 온실의 냉방을 위해서는 50% 차광을 하더라도 15마력 이상의 냉기

가 필요하다.

 고랭지를 이용한 촉성재배는 야간온도가 18∼20℃정도면 족하므로 지나치게 

고산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다. 약 40일이면 화경이 15cm정도 자라나므로 입실

한다. 대체로 6월 하순에 처리하며 10월에, 7월 상순부터 처리하면 11월에 꽃이 

핀다.

 호접란의 화경발생은 25℃를 경계로 그 이상에서는 억제되고 그 이하에서는 

촉진된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가온을 함으로

서 주년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도에 의한 개화조절은 막대한 에너

지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여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개화조

절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화 유도에는 온도 뿐만 아니라 광도, 일장, 시

비 등도 관련되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팔레높시스의 재배에 있어서 온도, 습도, 호르몬이 개화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개화조절의 방법을 탐색하고자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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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고랭지를 이용한 저온처리 시기가 개화에 미치는 향

  고랭지를 이용한 저온처리 장소로는 어승생 고랭지시험포(해발 650m)와 

실표고버섯 밭(해발 980m)에서 실시하 고 제주시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이용

하여 인공 저온처리는 실시하 다. 인공처리 온도는 주간 25±2℃, 야간 18±2℃

로 하 고 온․습도 측정은 엔코시스 자동 온․습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1시간 

단위로 측정하 다. 차광은 50%의 차광막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실험처리는 

5처리 3반복으로  반복당 10개의 개체를 완전임의 배치법을 이용하 고 5회 1

주일 간격으로 처리(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7월 8일, 7월 15일)하 고, 60

일동안 처리하 다. 

  비료는 하이포넥스((6.5-6-19)를 15일 간격으로 4회 엽면시비 하 고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살균제, 살충제를 1회씩 살포하 다.

  2. 고랭지를 이용한 저온처리 시 호르몬처리가 개화에 미치는 향

  고랭지를 이용한 저온처리 실험의 장소로는 어승생 고랭지시험포(해발 

650m)와 실표고버섯 밭(해발 980m)에서 실시하 고 제주시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온․습도 측정은 엔코시스 자동 온․습도 측정기

를 이용하여 1시간 단위로 측정하 다. 차광은 50%의 차광막을 이용하여 차광

처리를 해주었다

  비료는 하이포넥스((6.5-6-19)를 15일 간격으로 4회 엽면시비 하 고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살균제, 살충제를 1회씩 살포하 다.

  호르몬 처리 실험은 9처리 3반복으로 하고 반복 당 처리 개수는 10개체로 하

고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처리하 다. 호르몬의 농도는 GA는 50, 100, 

150ppm의 농도로 처리하 고 BA는 100, 150, 200ppm의 농도로 처리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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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50ppm +GA 100ppm, BA 100ppm +GA 50ppm, BA 100ppm +GA 100ppm

의 혼용 처리를 두었으며, 60일동안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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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고랭지를 이용한 저온처리가 개화에 미치는 향

  60일간의 고랭지 저온처리 후의 화경의 발생상태는 Table 1과 같다. 팔레높

시스의 화경출현은 28℃에서는 불가능하고 25℃이하 특히 20℃에서 촉진된고 

저온처리시 주야간의 온도차이가 적으면 촉진된다(kim 등 2002). 본시험에서 

저온처리 45일경의 화경발생율은 어승생 지역이 실 지역보다 화경의 발생량

이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Table 1. Number of flower stalk appearance according to various date         

of high-land cold treatment

            Date of observation

  Starting date
  high-land cold
  treatment

15 

Jul.

22 

Jul.

29 

Jul.

5 

Aug.

12 

Aug.

19 

Aug.

26 

Aug.

2

Sep.

9 

Sep.

16 

Sep.

17 Jun.
Eusungseng   3＊ 7 7 9 10 10 - - - -

Youngsil 4 8 9 9 9 10 - - - -

24 Jun.
Eusungseng - 3 4 4 7 7 7 - - -

Youngsil - 3 3 4 9 9 9 - - -

1 Jul.
Eusungseng - 3 4 6 7 8 8 8 - -

Youngsil - 2 3 5 8 8 10 10 - -

8 Jul.
Eusungseng - 0 4 4 9 9 9 9 10 -

Youngsil - 2 5 5 7 8 7 7 9 -

15 Jul.
Eusungseng - - 1 6 7 8 9 9 9 9

Youngsil - - 0 2 7 7 9 9 10 10

＊ 화경 발생 갯수

  화경수는 전처리구에서 큰차이를 보이지 않게 발생하 으나 7월 8일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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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개가 많았다(Table 1).

 Fig. 1. Comparison between 2 kind of high-land cultivation 

for the flowering index on Phalaenopsi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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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 저온처리 후의 화경장의 길이와 화경 폭은 실 지역보다 어승생 지

역에서 화경장의 길이가 길게 신장하 고 화경 폭의 두께도 어승생 지역의 화

경폭이 두껍게 나타났으나 7월1일 처리구에서는 어승생 지역이 다소 짧게 나탔

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1. ,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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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flower number grown by 2 kind of high-land 

cultivation on the Halla Mt. for the Phalaenopsis spp.

0

1

2

3

4

5

6

7

17 Jun. 24 Jun. 1 Jul. 8 Jul. 15 Jul.

Starting dates high land cold treatment

No.
Flower

Youngsil

Eusungseng

Table 2. Flowering appearances from 2 kinds of high-land cultivation          

on the Phalaenopsis spp.

Low 

temp. 

treatment 

date

Eusungseng Yuongsil

flowering flower stalk
no. 

flower

flowering flower stalk
no. 

flowerinitial

bloom
50%

full

bloom

length

 (cm)

width

(mm)

initial

bloom
50%

full

bloom

length

 (cm)

width

(mm)

17 Jun. 23 Sep. 8 Oct. 27 Oct. 46.2 4.8 3.9 25 Sep. 8 Oct. 29 Oct. 46.7 4.6 3.7

24 Jun. 26 Sep. 20 Oct. 30 Oct. 51.6 4.6 5.0 24 Sep. 27 Oct. 30 Oct. 46.5 4.7 4.5

1 Jul. 23 Sep. 20 Oct. 3 Nov. 41.2 4.6 3.0 13 Oct. 27 Oct. 7 Nov. 42.8 4.5 3.7

8 Jul. 8 Oct. 27 Oct. 17 Nov. 53.0 4.7 5.5 27 Oct. 6 Nov. 27 Nov. 44.5 5.2 4.2

15 Jul. 13 Oct. 1 Nov. 27 Nov. 53.3 4.9 4.6 20 Oct. 1 Nov. 6 Dec. 46.8 5.2 4.3

  고랭지 저온처리 후의 온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승생 지역이 실 지역 보

다 낮은 지역이면서 전처리 기간에 걸쳐 실보다도 주․야간 전체에 걸쳐 2℃ 

가량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의 경과를 보 으며 Ichihashi(1993)의 보고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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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개화가 빠르게 된다는 보고와 같이 Table 2에서도 

개화시나 만개기가 실보다 빠르게 경과하 다(Table 3.).

  이는 어승생의 지역의 특성상 계절적인 계절풍의 향으로 보 다.

Table 3. Mean temperature and fumidity among two kind of cold treatment area 

be tested. 

Low temp. treatment date
temperature(℃) humidity(%))

Eusungseng Youngsil
artificial low- 
temperature Eusungseng Youngsil

artificial low- 
temperature

d

a

y

17 Jun.∼15 Aug. 20.6 19.3 22.8 90.2 83.3 90.0

24 Jun.∼22 Aug. 20.9 23.1 22.8 91.5 83.6 89.2

1 Jul.∼29 Aug. 21.1 23.4 22.8 93.2 84.4 88.1

8 Jul.∼6 Sep. 21.4 23.7 22.8 93.3 84.0 86.8

15 Jul.∼15 Sep. 21.5 23.8 22.7 92.6 83.7 86.1

n
i
g
h
t

17 Jun.∼15 Aug. 17.8 20.0 18.5 96.3 91.9 95.9

24 Jun.∼22 Aug. 18.1 20.3 18.4 96.3 92.2 95.5

1 Jul.∼29 Aug. 18.4 20.5 18.2 96.9 92.9 94.9

8 Jul.∼6 Sep. 18.3 20.0 17.8 97.3 94.1 94.3

15 Jul.∼15 Sep. 18.1 19.9 17.5 97.2 93.8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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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Photo. 1. Flowering response accordign to the different dates of low 

temperature treatment on Eusungseng(left) and Youngsil(right) 

A: 17 Jun.,  B: 24 Jun.,  C: 1 Jul.,   D: 8 Jul.,  E: 15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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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랭지를 이용한 저온처리시 호르몬처리가 개화에 미치는 향.

Table 4. Flower stalk apperance between 2 kinds of high-land cultivation with 

varied level of BA and GA treatment on the Phalaenopsis spp.

          Treatment
         hormone
Low temp.
treatment 
  date

BA(ppm) GA(ppm) BA+GA(ppm)

Con
100 150 200 50 100 150

50+10

0

100+5

0

100+10

0

22 

Jul.

Eusungseng   1＊ 0 0 1 0 1 1 0 0 0

Youngsil 0 0 0 0 0 1 2 0 1 0

29 

Jul.

Eusungseng 2 2 6 3 2 4 5 4 4 2

Youngsil 2 2 4 0 0 2 4 0 4 0

5 

Aug.

Eusungseng 3 4 7 3 5 5 6 4 4 5

Youngsil 4 4 7 2 4 3 5 7 6 5

12 

Aug.

Eusungseng 5 5 6 3 3 7 6 5 6 5

Youngsil 6 7 10 2 7 6 6 7 7 7

19 

Aug.

Eusungseng 6 6 6 5 5 7 6 5 7 6

Youngsil 6 8 9 5 7 8 8 8 7 8

26 

Aug.

Eusungseng 8 6 8 6 5 9 7 5 8 7

Youngsil 7 8 12 5 7 8 9 9 7 9

2 

Sep.

Eusungseng 9 6 8 7 5 10 8 5 8 8

Youngsil 7 8 12 6 9 8 10 9 7 9

9 

Sep.

Eusungseng 9 6 8 8 6 10 8 5 8 9

Youngsil 7 9 12 6 9 8 10 9 8 9

  고랭지 저온처리시 생장조절제 처리의 효과는 BA처리와 GA처리 시 농도가 

높을수록 화경수가 많이 발생했으며 BA 200ppm에서의 화경 발생수가 가장 많

았다.  BA와 GA혼용구에서는  BA 50ppm과  GA 100ppm에서 화경의 발생수

가 많았다. 생장조절제 처리시 화경 발생수는  BA, GA, BA와 GA혼용구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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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나 혼용구에서는 대조구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4).

Fig. 3. Comparison of flower stalk length and width between 2 kinds of 

high-land cultivation with varied level of BA and GA treatment 

on the Phalaenopsi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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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 저온처리 후의 화경장의 길이는 GA 150ppm 처리구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BA 처리시 화경장이 짧아진다는 경향을 보 다는 Ichihashi(1993)

의 보고와 같이 GA 처리구나 혼용구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어승생 지역에서 전

처리구에서 화경장이 길게 나타났다. 화경 폭은 전처리구에서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GA 처리구에서 다소 굵게 나타났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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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fiower number between 2 kinds of high-land 

cultivation with varied level of BA and GA treament on the 

Phalaenopsi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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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장조절제 처리의 주당 소화수는 어승생 지역에서의 GA 처리시 농도가 높

을수록 소화수가 많이 발생하 다. Chen과 Chang(1997)은 생장조절물질 처리

시 기형화경, 화뢰고사 등 생리장해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본시험

에서도 BA처리와 혼용구에서는 대조구보다 적은 소화수 경향을 보 으며 특히 

농도가 높을수록 대조구보다는 소화수가 적은 경향을 전처리구에서 보 으나 

GA150ppm에서는 대조구보다 훨신 많은 소화수를 보 으며 GA가 소화수 유도

에 큰 역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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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temperature and humidity among 2 kinds of cold treatment area 

be tested level of BA and GA treatment on the Phalaenopsis spp.

Obervation date

Temperature(℃) Humidity(%)

Eusungseng Youngsil Eusungseng Youngsil

d a y 2 Jul.∼9 Sep. 21.3 23.6 93.6 84.4

n ig h t 2 Jul.∼9 Sep. 18.3 20.4 97.4 93.3

  고랭지 저온처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르몬처리에서도 온도의 변화를 살펴보

면 어승생 지역이 실지역 보다 낮은 지역이면서 전처리 기간에 걸쳐 실보

다도 주․야간 전체에 걸쳐 2℃ 가량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의 경과를 보 으

며 Ichihashi(1993)의 보고와 같이 낮은온도와 높은 습도에서 개화가 빠르게 된

다는 보고와 같이 Table 2에서도 개화시나 만개기가 실보다 빠르게 경과하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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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flowering response high-land cultivation with varied 

levels of BA and GA treatment in the Phalaenopsis spp.

Treatment

hormone

Eusungseng Youngsil

flowering

full

bloom

flower stalk

no. flower

flowering

full

bloom

flower stalk

no. flower
length

(cm)

width

(mm)

length

(cm)

width

(mm)

GA50 6 Oct. 38.9 4.7 4.3 20 Oct. 33.5 4.8 2.5

GA100 13 Oct. 39.9 4.3 4.4 24 Oct. 44.3 4.9 3.3

GA150 13 Oct. 52.6 5.2 6.1 27 Oct. 40.8 5.3 3.7

BA100 14 Oct. 42.3 4.8 4.8 27 Oct. 41.2 4.8 3.7

BA150 20 Oct. 36.9 5.0 4.3 25 Oct. 34.1 3.9 2.7

BA200 13 Oct. 41.7 4.8 4.6 24 Oct. 44.1 4.8 3.0

BA+GA

50+100
13 Oct. 40.4 4.9 4.7 27 Oct. 39.0 4.9 2.6

BA+GA

100+50
5 Oct. 40.1 4.6 5.0 27 Oct. 44.1 4.9 3.4

BA+GA

100+100
20 Oct 44.3 4.6 5.0 27 Oct. 34.5 4.8 3.5

Con 4 Nov. 44.4 4.8 5.2 4 Nov. 43.1 4.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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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I

Photo. 7. Flowering response with varied levels of plant growth regulantors 

treatment on Eusungseng(left) and Youngsil(right).

A:BA 100ppm     B: BA 150ppm     C: BA 200ppm    D: GA 50PPM E: 

GA 100ppm     F: GA 150ppm    G: BA 50ppm + GA 100ppm

H: BA 100ppm + GA 50 ppm         I: BA 100ppm + GA 1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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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   요

 

Phalaenopsis의 단경기 생산을 위한 여름철 고랭지 저온처리재배시 생장조

절제 처리를 통한 개화에 미치는 온도, 습도, 호르몬의 효과를 통한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냉지 저온처리 45일경의 화경발생은 어승생 지역이 실 지역보다 화

경의 발생량이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화경수는 전처리구에서 큰차이를 

보이지 않게 발생하 으나 7월 8일 처리구에서는 2개가 많았다.

2. 고랭지 저온처리 후의 화경장의 길이와 화경 폭은 실 지역보다 어승생 

지역에서 화경장의 길이가 길게 신장하 고 화경폭의 두께도 어승생 지역의 화

경폭이 두껍게 나타났으나 7월1일 처리구에서는 어승생 지역이 다소 짧게 나탔

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어승생 지역이 실지역 보다 낮은 지역이면서 전처리 기간에 걸쳐 실

보다도 주․야간 전체에 걸쳐 2℃ 가량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의 경과를 보

으며 개화시나 만개기가 실보다 빠르게 경과하 다.

4. 고랭지 저온처리시 생장조절제처리의 효과는 GA처리와 BA처리시 농도가 

높을수록 화경수가 많이 발생했으며  BA50ppm과 GA100ppm 혼용구에서  화

경의 발생수가 많았다. 생장조절제 처리시 화경 발생수는 GA, BA, BA와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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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구순으로 나타났으나 혼용구에서는 대조구와 큰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고랭지 저온처리 후의 화경장의 길이는 BA200ppm 처리구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GA처리구나 혼용구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어승생지역에서 전처리구

에서 화경장이 길게 나타났다. 화경폭은 전처리구에서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GA처리구에서 다소 굵게 나타났다.

6. 생장조절제 처리시 주당 소화수는 어승생 지역에서의 GA 처리시 농도가 

높을수록 소화수가 많이 발생하 다. BA처리와 혼용구에서는 대조구보다 적은 

소화수 경향을 보 으며 특히 농도가 높을수록 대조구보다는 소화수가 적은 경

향을 전처리구에서 보 으나 GA150ppm에서는 대조구보다 훨신 많은 소화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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