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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ving a variety of flower colors makes Schlumbergera truncata more valuable as an ornamental. 

S. truncata quality is mainly determined based on the number of phylloclades and flowering at the 

apical phylloclades. Cytokinins have been shown to promote branching and flowering in Cactacea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wth regulators on the plant growth and 

flowering of four cultivars of S. truncata: ‘Orange Candle’, ‘Pink Dew’, ‘Red Roman’, and ‘Snow 

Queen’. Foliar treatments of benzylamino purine (BA) or both a mixture of BA and gibberellic acid 

(GA3) were applied (100 - 200 mg·L-1) when plants reached the three-phylloclade stage under a 

long-day photoperiod. All plants treated with BA alone or the mixture of BA and GA3 produced 

more phylloclades and branches than the control. Application of BA significantly produced more 

phylloclades and branches than BA in combination with GA3. However, BA application shortened 

the length of phylloclades, while adding GA3 to BA promoted the elongation of phylloclades but 

delayed flowering. During the second trial, only BA was applied at 0 to 100 mg·L-1 to the plants at 

the two-phylloclade stage under a long-day photoperiod. The number of phylloclades increased by 

19.8 - 33.0% without shortening the length of phylloclades when BA was applied at 50 or 75 

mg·L-1 concentration. The number of flower buds increased by 100 to 190% under short days when 

BA at 100 mg·L-1 was applied on ‘Orange Candle’ and ‘Red Roman’, while BA application at 150 

- 200 mg·L-1 increased only from 33.0 to 41.7% in ‘Pink Dew’ and ‘Snow Queen’. The number of 

flower buds increased with the higher concentration of BA, but the number of days to flower 

decreased and the length of the flowers shortened. In conclusion, Only BA application appears to be 

more effective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phylloclades and flower buds in S. truncata.

Additional key words: christmas cactus, cytokinin, flower bud, phylloclade, plant growth regulator



420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BA와 GA3가 게발선인장의 생장 및 개화에 미치는 영향

서 언

게발선인장은 선인장과에 속하는 다화성 선인장으로 남아메리카 브라질 동부 해안이 원산지이며, 적색, 분홍색, 흰색 등 화

색이 다양하고 꽃이 화려하여 유럽, 미주 및 국내에서도 소비가 많은 분화류 중 하나이다. 게발선인장은 크게 엽상경(잎 모양 

줄기, phylloclade) 끝이 뾰족한 Thanksgiving cactus(Schlumbergera truncata)와 끝이 둥근 Christmas cactus(S. bridgesii)

로 구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S. truncata와 S. bridgesii의 종간잡종이 많이 육성되어 10 ‑ 12월에 개화하는 형태를 통틀어 게

발선인장이라고 부른다. 이 밖에도 3월부터 5월에 주로 꽃이 피는 Easter cactus(Rhipsalidopsis gaertnerii)가 있다.

게발선인장은 단일식물로서 일장으로 개화시기를 조절하며 국내에서는 고온기인 7 ‑ 8월을 제외하고 연중 유통되고 있으며 

10 ‑ 11월과 이듬해 3 ‑ 4월에 집중 출하되고 있다(KAFTC Statistics, 2018). 게발선인장은 엽상경 마디 단위로 생장하며 보통 

3 ‑ 5마디의 엽상경 선단부에서 꽃이 핀다. 분화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지수와 엽상경 선단부에 착화된 화뢰수를 많게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양생장 기간에 엽상경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개화유도기간 중 착화율을 높이는 재배기술이 

요구된다.

Cytokinin류의 생장조절제는 세포 분열, 휴면 타파, 엽록소 발달 촉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화훼

류에서 이를 이용한 분지수 증가나 개화 조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ytokinin 중에서 benzyl adenine(BA)은 포인

세티아, 산호수, 삼각주 선인장, 버베나, Miltoniopsis orchid, Zygopetalum의 측지 발생 촉진 및 측지수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Shimomura and Fujihara, 1980; Semeniuk and Griesbach, 1985; Svenson, 1991; Lee, 2005; Blanchard and 

Runkle, 2010; Nambiar et al., 2012; Newton and Runkle, 2015). 또한 BA는 온시디움, 호접란의 화경수 증가 및 개화 촉진 

효과가 있으며(Lee et al., 1999; Blanchard and Runkle, 2008), 유스토마의 에틸렌 생성을 억제시켜 절화수명 연장에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rimi and Asil, 2010). 한편, gibberellic acid(GA)는 신초 및 뿌리의 신장 효과뿐만 아니라 둥글

레의 휴면 타파와 제비종자꽃 및 자작나무의 종자발아에도 효과적이며, 파피오페딜럼의 개화 촉진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

다(Choi et al., 2003; Miguel et al., 2006; Tsegay and Andargie, 2008; Rhie et al., 2014; Ryu et al., 2017; Kwak et al., 2018; 

Mir et al., 2018). 생장조절제는 작물에 따라 단용 또는 혼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라넌큘러스의 경우 BA와 GA3

의 혼용처리 시 줄기와 꽃의 크기가 커졌지만 철쭉은 BA 단용처리와 GA3와의 혼용처리 간에 신초 증가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Bell et al., 1997; Kwak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생장조절제 BA와 GA3 처리가 게발선인장 국내 육성 품종의 분지력 및 개화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게발선인장(Schlumbergera truncata) ‘오렌지캔들(Orange Candle)’, ‘핑크듀

(Pink Dew)’, ‘레드로망(Red Roman)’, ‘스노우퀸(Snow Queen)’ 등 4품종을 대상으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경기도 고양

시)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였다.

생장조절제 처리 및 생장 특성 조사

2017년 1월 4일에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혼합상토(Sunshine Mix #4)를 이용하여 엽상경을 12cm 플라스틱 화분에 6개씩 삽

목 정식하였고 6월 29일 엽상경을 2마디 남기고 적심하였으며, 발근 후부터 7월 31일까지 선인장표준양액(썬탑, ㈜코스팜) 

1/2배액을 7 ‑ 10일 간격으로 관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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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상경이 삽수를 포함하여 3마디 정도 자랐을 때 7월 3일에 BA 0.3%(황금시루, 우리산업)와 GA3 3.1% 수용제(지베렐린수

용제, 동부한농)를 이용하여 BA 100, 200mg·L-1과 GA3 100, 200mg·L-1를 단용 또는 혼용하여 Tween 20을 첨가한 후 화분

당 15mL씩 1회 엽면살포하였다. 공시식물은 자연 장일조건에서 재배하였고 화아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31

일까지 17:00 ‑ 08:00까지 검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피복하였다. 11월 16일 엽상경 발생수, 초장, 분지수, 주당 전체 엽상경

수, 엽상경 길이, 엽상경 폭을 조사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 BA의 농도가 높을수록 분지수는 증가하였으나 엽상경이 짧아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BA 농

도를 낮추어 2차로 재시험하였다. 2차 시험은 2018년 1월 23일에 삽목하여 1년차와 동일하게 관리하였다. 2018년 4월 30일 

엽상경이 삽수를 포함하여 2마디 정도 자랐을 때 BA를 0, 50, 75, 100mg·L-1의 농도로 화분당 5mL씩 1회 엽면살포하였다. 9

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일처리 후 11월 19일에 생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BA 처리에 따른 개화 특성 조사

2017년 1월 4일에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혼합상토(Sunshine Mix #4)로 조성된 12cm 화분에 엽상경을 6개씩 삽목 정식하였고, 

7월 10일 엽상경을 2마디 남기고 적심하였으며, 발근 후부터 7월 31일까지 선인장 표준양액을 7 ‑ 10일 간격으로 관주하였다. 

9월 4일부터 9월 31일까지 17:00 ‑ 08:00까지 암막 커튼을 이용하여 단일처리를 실시하였다. 단일 개시 11일후에 0, 50, 

100, 150, 200, 300mg·L-1의 BA 수용액을 화분당 10mL씩 1회 엽면살포하였다. 11월 16일 착화수, 꽃의 길이, 화폭, 개화시 

등을 조사하였다. 

실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로 30주씩 3반복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9.1, SAS Institute Inc., USA)

을 이용하여 던컨 다중검정(5%)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장조절제 처리에 따른 게발선인장 생장 특성

생장조절제가 게발선인장의 새로운 엽상경의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Fig. 1과 같다. 무처리구에서는 엽상경 선단에서 새로운 

엽상경이 1 ‑ 2개 발생하였으며, BA와 GA3를 살포한 모든 시험구에서 엽상경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오렌지캔들’과 

Fig. 1. Number of new phylloclades per phylloclade after BA and GA3 application in Schlumbergera truncata. Letters above 
the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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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듀’의 엽상경수는 BA 100mg·L-1 단용 처리구에서 무처리구 1.7개에 비해 각각 3.6개와 4.1개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레드로망’과 ‘스노우퀸’은 BA 200mg·L-1 단용 처리구에서 각각 4.2개와 3.3개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품종에 따라 효과적

인 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오렌지캔들’과 ‘핑크듀’ 품종이 ‘레드로망’과 ‘스노우퀸’에 비해 분지력이 우수한 품종 자체

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 낮은 농도의 생장조절제에도 반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렌지캔들’과 ‘핑크듀’는 생장조절제를 처리하였을 때 초장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레드로망’과 ‘스노우퀸’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1, Fig. 2). 전반적으로 BA 단용 처리구에서 분지수와 전체 엽상경수가 유의하게 

Table 1. Effects of BA and GA3 on growth characteristics of vegetative organs in Schlumbergera truncata

Cultivar
Treatment

(mg·L-1)

Plant height

(cm)

No. of branches

/plant

No. of phylloclades

/plant

Phylloclade

length (cm)

Phylloclade 

width (cm)

Orange Candle Control 12.1 az 23.4 b 39.1 b 2.5 a 1.7 a

BA 100 10.6 ab 38.9 a 56.9 a 2.1 b 1.4 b

BA 200 11.2 ab 31.8 ab 52.3 ab 2.1 b 1.4 b

BA 100 + GA3 100 10.2 b 34.7 ab 52.8 ab 2.3 ab 1.1 cd

BA 100 + GA3 200 10.6 ab 31.8 ab 52.5 ab 2.6 a 1.0 d

BA 200 + GA3 100 10.4 b 37.1 a 53.0 ab 2.3 ab 1.1 cd

BA 200 + GA3 200 10.5 b 30.6 ab 45.5 b 2.7 a 1.2 bc

Pink Dew Control 11.7 a 16.9 b 34.2 c 2.3 a 1.6 a

BA 100 9.0 b 33.2 a 46.8 a 1.8 b 1.5 a

BA 200 9.8 b 35.4 a 48.4 a 1.8 b 1.3 ab

BA 100 + GA3 100 10.1 b 24.4 ab 36.0 b 2.1 ab 1.0 bc

BA 100 + GA3 200 10.1 b 31.3 a 38.9 b 2.1 ab 0.8 c

BA 200 + GA3 100 10.0 b 29.3 a 42.6 ab 1.7 b 0.9 c

BA 200 + GA3 200 9.7 b 28.4 a 41.3 ab 1.9 b 0.8 c

Red Roman Control 12.0 a 9.7 c 22.2 c 3.1 a 1.8 a

BA 100 12.2 a 25.4 ab 37.0 ab 2.4 ab 1.4 b

BA 200 10.5 a 31.8 a 40.9 a 2.0 b 1.2 bc

BA 100 + GA3 100 11.4 a 17.0 bc 27.4 bc 2.4 ab 0.9 cd

BA 100 + GA3 200 11.9 a 16.0 bc 24.4 bc 2.3 ab 0.8 d

BA 200 + GA3 100 11.4 a 23.4 ab 33.1 abc 2.2 b 0.9 cd

BA 200 + GA3 200 11.4 a 22.3 ab 31.4 abc 2.2 b 0.9 cd

Snow Queen Control 11.2 a 11.0 b 22.5 b 2.3 ab 1.6 a

BA 100 11.4 a 23.5 a 34.9 a 2.2 ab 1.5 a

BA 200 11.2 a 22.7 a 32.9 a 2.0 b 1.4 ab

BA 100 + GA3 100 11.5 a 16.9 ab 27.6 ab 2.4 ab 1.1 bc

BA 100 + GA3 200 12.2 a 17.2 ab 26.6 ab 2.7 a 1.0 c

BA 200 + GA3 100 12.0 a 18.1 ab 27.9 ab 2.4 ab 1.0 c

BA 200 + GA3 200 12.2 a 17.4 ab 28.8 ab 2.5 ab 1.0 c

Significance

Cultivar (A) ** ** ** ** **

PGR (B) NS ** ** ** **

A × B NS NS NS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for each cultiva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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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GA3와의 혼용 처리구보다 분지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BA 100mg·L-1을 단용으로 살포하였을 때 ‘핑크듀’의 

전체 엽상경수는 무처리구 34.2개보다 46.8개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스노우퀸’ 역시 22.5개에서 34.9개로 증가하였다. 

분지수도 ‘핑크듀’는 무처리구 16.9개에 비해 33.2개로 증가하였으며 ‘스노우퀸’은 11.0개에 비해 23.5개로 증가하였다. ‘오

렌지캔들’ 역시 BA 100mg·L-1 처리에서 분지수와 전체 엽상경수가 각각 38.9개와 56.9개로 가장 많았으나, 200mg·L-1에서

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는 Easter cactus (R. gaertnerii)의 경우 BA 100mg·L-1에서 분지수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한 보고와도 유사하였다(Boyle, 1992). 반면 ‘레드로망’은 BA 200mg·L-1 처리구에서 분지수와 전체 엽상경수

가 각각 31.8개와 40.9개로 가장 많았다. 

본 시험에서는 생장조절제 단용처리가 혼용처리보다 분지수와 엽상경수 증가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 GA3가 오히려 BA의 

분지를 억제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Chamaecerus, Mammilaria, Opuntia는 GA3나 BA의 단용처리에서 혼용처리보

다 신초수가 증가하였다고 한 Sanderson et al.(1986)과 Doritaenopsis와 Phalaenopsis도 BA 단용처리에서 개화가 촉진되었

다고 한 Blanchard and Runkle(200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와룡(Ericocereus tortuosus)과 소데가우라 선인장(E. 

jusbertii)은 GA3 50 ‑ 100mg·L-1과 BA 500 ‑ 1000mg·L-1를 혼용 살포했을 때 측지와 자구가 많이 발생하였고, S. truncata 

‘White Christmas’의 경우 BA와 GA3 혼용 살포 시 엽상경수 증가에 효과적이었으며, 백합 선도유지, 춘란 꽃눈 형성에도 GA 

처리에 의해 BA의 효과가 상승적으로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Ho et al., 1985; Park et al., 2001; Choi 

et al., 2003; Kim et al., 2015). 반면 Bell et al.(1997)은 아잘레아는 BA3와 GA 단용 및 혼용 모든 생장조절제 처리구에서 신

초수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 바 있다. Yoon et al.(2018, 2019)은 BA가 식물의 종, 품종, 처리시기에 따라 비비추의 crown bud 

유도 효과가 달랐고 Rünger(1984)와 BA 처리 시 온도에 따라 Schlumbergera의 엽상경수 증가 효과가 달랐다고 한 바와 같이 

식물의 종류, 품종, 시기, 농도, 온도 등에 따라 생장조절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BA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엽상경의 길이와 폭은 짧아지는 경향이었고, GA3를 혼용 살포하였을 때는 엽상경의 폭이 짧

아지고 품종에 따라서는 엽상경의 길이가 오히려 길어지기도 하였다. 이 경우 역시 BA 처리에 따른 엽상경 신장 억제 효과가 

GA3 처리로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캔들’은 BA 단용과 GA3 100mg·L-1와의 혼용 처리구에서는 엽상경의 길이와 

폭이 짧아졌다(Table 1). 특히 GA3 혼용처리에서 엽상경의 폭이 1.7cm에서 1.0 ‑ 1.2cm로 현저하게 짧아졌다. ‘핑크듀’, ‘레드

로망’도 모든 생장조절제 처리에서 엽상경의 길이와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노우퀸’은 GA3 처리구에서 엽상경이 길

어지고 폭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산호수에 BA를 살포하였을 때 분지수는 증가하였지만 엽면적이 감소하고 

분지장이 짧아졌다고 한 Lee et al.(2006)과 GA3의 살포로 진달래의 줄기 직경이 길어졌다고 한 Bell et al.(1997)의 보고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개화 유도를 위한 단일처리 후 GA3이 첨가된 모든 처리구에서는 개화가 지연되거나 개화율이 낮았는데 GA3 농도가 

A B

C D

Fig. 2. Influence of BA and GA3 on new phylloclade development (arrow) in Schlumbergera truncata. A, ‘Orange Candle’; 
B, ‘Pink Dew’; C, ‘Red Roman’; D, ‘Snow Queen’; a, control; b, BA 100; c, BA 200; d, BA 100 + GA3 100; e, BA 100 + GA3

200; f, BA 200 + GA3 100; g, BA 200 + GA3 200 (mg·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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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춘란의 개화가 지연되었다는 Park et al.(2001)의 보고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Fig. 3). 반면 라넌큘러스에 대한 

GA3 단용처리와 BA의 혼용처리로 개화소요일수가 짧아졌다는 Gwak et al.(2018)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위의 결과로 GA는 게발선인장의 엽상경을 좁고 길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개화율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나 분화상품으로 이

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BA 단용 살포가 엽상경수와 분지수 증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엽상경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분화품질이 유지되기 위한 BA의 적정 농도를 선발하기 위해 농도를 낮추어 2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장은 1차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BA의 농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BA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분지수와 

엽상경수는 증가하였다(Table 2). ‘레드로망’, ‘핑크듀’, ‘오렌지캔들’은 BA 50mg·L-1의 농도에서 분지수와 엽상경수가 20 ‑ 

33% 증가하였고 50 ‑ 100mg·L-1 농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엽상경의 길이는 ‘핑크듀’에서만 약간 감소하였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스노우퀸’은 다른 품종보다 높은 농도인 75mg·L-1 이상 처리구에서 분지수와 엽상경수가 무처리구 10.5개, 

Fig. 3. Influence of BA and GA3 on flowering of Schlumbergera truncata ‘Orange Candle’. a, control; b, BA 100; c, BA 200; 
d, BA 100 + GA3 100; e, BA 100 + GA3 200; f, BA 200 + GA3 100; g, BA 200 + GA3 200 (mg·L-1).

Table 2. Effects of BA concentration on growth characteristics of vegetative organs in Schlumbergera truncata

Cultivar
BA Conc.

(mg·L-1)

Plant

height (cm)

No. of branches

/plant

No. of phylloclades

/plant

Phylloclade

length (cm)

Phylloclade 

width (cm)

Orange Candle 0 10.8 az 16.0 b 30.4 b 3.2 a 2.1 a

50 11.1 a 20.8 a 37.4 a 3.0 a 2.0 a

75 11.2 a 21.4 a 39.5 a 3.0 a 1.9 a 

100 10.9 a 21.8 a 38.5 a 3.0 a 1.9 a

Pink Dew 0 11.2 a 18.7 b 33.2 b 2.9 a 1.8 a

50 11.6 a 23.9 a 39.8 a 2.8 ab 1.8 a

75 11.3 a 25.7 a 44.5 a 2.7 b 1.8 a

100 11.3 a 24.1 a 41.6 a 2.8 ab 1.8 a

Red Roman 0 12.2 a   9.0 b 20.0 b 3.3 a 1.8 a

50 11.9 a 13.6 a 26.6 a 3.1 a 1.7 a

75 11.8 a 13.7 a 27.2 a 3.0 a 1.7 a

100 11.5 a 14.8 a 28.1 a 3.1 a 1.6 a

Snow Queen 0   9.9 a 10.5 c 21.3 b 2.7 a 1.6 a

50  9.8 a 12.1 bc 23.6 b 2.6 a 1.6 a

75 10.0 a 14.2 a 28.0 a 2.6 a 1.6 a

100 10.0 a 13.1 ab 27.2 a 2.6 a 1.7 a

Significance

Cultivar (A) ** ** ** ** **

BA Conc. (B) NS ** ** ** NS

A × B NS * NS *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for each cultiva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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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개에 비해 각각 14.2개, 28.0개로 증가하였으며 엽상경의 길이나 폭은 감소하지 않았다. Boyle(1992)은 Easter cactus 

(R. gaertnerii) ‘Crimson Giant’의 경우 엽상경이 2마디 자랐을 때 BA 50mg·L-1를 살포함으로써 엽상경수 증가에 효과적이

었으며 어린 발근묘나 엽상경이 3 ‑ 5마디 자랐을 때는 효과가 적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게발선인장의 분지력을 향상시

키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생장기에 BA 50 ‑ 75mg·L-1의 농도로 단용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이 실험에서는 엽상경이 2마디일 때 BA를 살포하였는데, 생장조절제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BA 처리에 따른 개화품질

게발선인장의 꽃은 엽상경 선단에 달리며 일반적으로 엽상경마다 1 ‑ 2개의 꽃이 피게 된다. 착화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단일

Table 3. Effects of BA concentration on flowering characteristics in Schlumbergera truncata

Cultivar 
BA Conc. 

(mg·L-1)

Phylloclade

length (cm)

No. of flower buds

 /phylloclade

Flower

length (cm)

Flower

width (cm)
Days to flowering

Orange Candle Control 2.9 az 1.1 b 6.4 a 2.9 ab 75 a

BA 50 2.8 a 1.7 ab 6.4 a 3.2 a 59 b

BA 100 2.9 a 2.2 a 6.4 a 2.7 bc 58 b

BA 150 2.7 a 2.2 a 6.2 a 2.5 c 61 b

BA 200 2.7 a 2.3 a 6.2 a 2.6 bc 62 b

BA 300 2.7 a 2.3 a 5.7 b 2.9 ab 62 b

Pink Dew Control 2.8 a 1.03 c 6.6 a 3.4 a 64 a

BA 50 2.8 a 1.17 c 6.8 a 3.4 a 54 b

BA 100 2.7 a 1.17 c 6.9 a 3.5 a 53 b

BA 150 2.7 a 1.20 bc 6.5 a 3.5 a 54 b

BA 200 2.9 a 1.37 ab 6.9 a 3.4 a 55 b

BA 300 2.7 a 1.43 a 6.7 a 3.4 a 52 b

Red Roman Control 3.4 a 1.0 c 7.4 a 4.3 a 61 a

BA 50 3.6 a 1.8 b 7.2 ab 4.1 a 53 b

BA 100 3.5 a 2.9 a 7.0 ab 3.5 b 50 b

BA 150 3.4 a 3.0 a 6.9 ab 3.4 b 52 b

BA 200 3.6 a 3.1 a 6.9 ab 3.5 b 51 b

BA 300 3.6 a 3.1 a 6.5 b 3.3 b 51 b

Snow Queen Control 3.0 a 1.2 c 7.3 a 3.2 a 58 a

BA 50 3.2 a 1.4 bc 7.0 ab 3.3 a 55 a

BA 100 3.1 a 1.6 bc 7.0 ab 3.3 a 56 a 

BA 150 2.9 a 1.7 b 6.7 bc 3.2 a 54 a

BA 200 3.1 a 2.2 a 6.6 c 3.0 a 55 a

BA 300 3.2 a 2.2 a 6.5 c 3.2 a 55 a

Significance

Cultivar (A) NS ** ** ** **

BA Conc. (B) NS ** ** ** **

A × B NS ** **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for each cultiva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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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11일후 BA를 농도별로 살포한 결과, BA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꽃눈 형성은 증가하였으나 일부 품종에서 꽃의 길이와 

화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3, Fig. 4). BA 100mg·L-1 이상의 농도에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엽상경 선단에 착화

된 화뢰수가 증가하였다. ‘레드로망’과 ‘오렌지캔들’은 BA 100mg·L-1 처리구에서 무처리구 1.1개에 비해 각각 2.2, 2.9개로 

착뢰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100 ‑ 300mg·L-1에서는 농도 간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BA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꽃의 길이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BA 300mg·L-1에서는 꽃길이가 유의하게 짧아졌고 ‘레드로망’은 100mg·L-1 이상의 농도에서

부터 화폭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핑크듀’도 BA 농도가 높아질수록 착뢰수가 증가하였으며 BA 200mg·L-1 처리구에

서 무처리구 1.03개에 비해 1.37개로 착뢰수가 33% 증가하였고 꽃의 길이와 화폭은 BA 농도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덴드

로비움의 경우 6-BAP를 살포하였을 때 착화수는 증가하였지만 화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 Nambiar et al.(2012)의 보

고와 일치하였다. ‘스노우퀸’은 BA 150mg·L-1 처리구에서 무처리에 비해서 착뢰수가 41% 증가하였으며 화폭은 BA 농도 간

의 차이가 없었지만, 꽃의 길이는 BA 농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BA 100mg·L-1 살포 시 S. 

truncata ‘White Christmas’의 꽃수를 40% 증가시켰다고 한 Heins et al.(1981)와 BA 살포로 Eater cactus의 화폭이 짧아지

고 낙화율이 높아졌다고 한 Boyle et al.(1988)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한편 BA를 살포하였을 때 모든 품종에서 개화소요일수가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BA가 팔레놉시스와 온시디움

의 개화를 촉진하고 화경수를 증가시켰다고 한 An et al.(2017)과 Lee et al.(1999)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Easter 

cactus의 경우 BA가 꽃수는 증가하였지만 개화를 2 ‑ 3일 지연시켰다는 Boyle(1995)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개화시기에 미치는 생장조절제의 효과 역시 종 및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 게발선인장의 개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기간에 BA 100 ‑ 200mg·L-1의 농도로 살포하는 것이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 록

게발선인장(Schlumbergera truncata)은 꽃이 화려하고 화색이 다양하여 소비가 많은 다화성 선인장이다. 게발선인장의 상

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엽상경수를 많이 확보하고 엽상경 선단의 착화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Cytokinin류의 생장조절

제는 선인장의 분지수 증가와 개화를 촉진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는 BA와 GA3 처리가 게발선인장 ‘오렌지캔들’, ‘핑

크듀’, ‘레드로망’, ‘스노우퀸’ 4품종의 생육 및 개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엽상경이 3마디 정도 자랐을 

때 BA와 GA3를 100 ‑ 200mg·L-1의 농도로 단용 또는 혼용 살포한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엽상경수와 분지수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 BA 단용처리가 BA+GA3 혼용처리보다 효과적이었다. 한편, BA 처리 시 엽상경이 짧아졌고, GA3과의 

혼용처리 시 엽상경이 길어지고 개화가 지연되거나 개화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BA 농도를 낮추어 재실험한 결과, BA 50 

‑ 75mg·L-1의 농도에서 엽상경 길이의 감소 없이 엽상경수가 19.0 ‑ 33.0% 증가하여 엽상경수와 분지수 증가에 효과적이었다. 

A B

C D

Fig. 4. Influence of BA on flower bud formation in Schlumbergera truncata. A, ‘Orange Candle’; B, ‘Pink Dew’; C, ‘Red 
Roman’; D, ‘Snow Queen’; a, control; b, BA 50; c, BA 100; d, BA 150; e, BA 200; f, BA 300 (mg·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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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일기간 중 BA 살포 시 ‘오렌지캔들’과 ‘레드로망’은 BA 100mg·L-1에서 착뢰수가 100 ‑ 190% 

증가하였고 ‘핑크듀’와 ‘스노우퀸’은 BA 150 ‑ 200mg·L-1에서 33.0 ‑ 41.7% 증가하였다. BA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착뢰수가 

증가하였고 개화소요일수는 단축된 반면 꽃의 길이는 짧아졌다. 따라서 게발선인장의 분지력 및 개화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양생장기인 장일기간 중에 BA 50 ‑ 75mg·L-1의 농도로 살포하고, 개화 유도 시기인 단일기간에는 BA 100 ‑ 200mg·L-1의 

농도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추가 주요어 : 크리스마스 캑터스, 사이토키닌, 화뢰, 엽상경, 생장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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