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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ooting promoters on the rooting and growth of 

Sedum takesimense cuttage. Results of underground part growth after treatment with rooting promoters 

showed that the numbers of roots after treatment with 250 mg·L-1 indole-3-butyric acid (IBA), 500 

mg·L-1 IBA, and 500 mg·L-1 NAA were 8 to 9, and treatments with 500 mg·L-1 IBA and 500 mg·L-1 

α-naphthaleneacetic acid (NAA) resulted in the longest root lengths of 5.3 and 5.4 cm,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plants treated with rooting promoters had 60% higher rooting percentage than those 

without the treatment. The rooting percentage of plants treated with 250 mg·L-1 IBA, 500 mg·L-1 

IBA, and 500 mg·L-1 NAA, in particular, was 95% or higher for about 5 days, indicating its 

effectiveness in root development. The aboveground part of S. takesimense plants treated with 250 

mg·L-1 IBA, 500 mg·L-1 IBA, and 500 mg·L-1 NAA had a longer plant height, greater number of 

leaves, and longer and wider leaves than those treated with other treatments. Accordingly, the 

survival rate of plants treated with 250 mg·L-1 IBA, 500 mg·L-1 IBA, and 500 mg·L-1 NAA was 

higher than 90%, suggesting well-established roots and excellent growth of the aboveground parts. 

In addition,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growth was not inhibited even after cuttage treatment, and 

the maximum photochemical efficiency (Fv/Fm) and NDVI and SR indices were within the normal 

range, confirming suitable concentrations of rooting promoters for S. takesimense cuttage. 

Therefore, the treatment with rooting promoters 250 mg·L-1 IBA, 500 mg·L-1 IBA, and 500 mg·L-1 

NAA is considered beneficial for the cuttage of S. takesimense, as they resulted in excellent growth 

and development of roots and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aboveground parts after 

cut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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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섬기린초(Sedum takesimense)는 돌나물과(Crassulaceae)의 돌나물속(Sedum)에 속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특정 지역에서

만 자생하는 식물이다(Lee and Pak, 2010). 섬기린초는 항산화물질 함량과 활성이 높고 항염 효과가 있어 자원식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et al., 2016; Oh et al., 2019). 식물을 자원식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배화를 위한 이용 

기술이 마련되어야 하나 섬기린초에 대한 기초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돌나물속 식물의 번식은 종자 파종, 삽목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자 번식은 종자의 저장기간 동안 활력이 

감소하고 육묘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삽목으로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Cheong, 2018). 삽목 번식은 모본의 수

가 적어도 모본과 동일한 개체를 얻을 수 있어 화훼류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번식 방법으로(Jeong, 1999), 삽목 번식 시 발근

율과 생육은 식물의 종류, 삽목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나 발근촉진제를 처리하면 식물 내생 호르몬 조절을 통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Jeong, 1999). 특히, IBA(indole-3-butyric acid), NAA(α-naphthaleneacetic acid) 등의 

옥신계 호르몬은 사용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가 넓고 식물에게 해가 적으며 발근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되는 발근촉진제이다(Huh et al., 1997; Hwang et al., 1998). 초본류는 발근촉진제를 처리하면 명확한 발근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고,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서도 초본류의 대량생산을 위해 발근촉진제 처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Jeong 

and Kim, 2001; Heo et al., 2014; Hwang et al., 2015). 돌나물속 식물에 대한 연구로 돌나물은 종자번식이 가능하나 인공 재

배 시 종자 형성이 어려워 지상부 줄기를 잘라 삽목 번식되고 있으며, 기린초는 무처리보다 IBA와 NAA의 침지 처리 시 삽목 

4주 후에 발근율이 80–95%로 발근의 수와 식물체 형성의 수는 IBA 100mg·L-1 처리구가 우수한 것으로 연구되었다(Lee et 

al., 2015). 또한, 애기기린초는 IBA 500mg·L-1 처리의 발근소요일은 6일로 발근율이 96%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and Yoon, 2009). 자생 돌나물속 식물은 화훼작물과 유용작물로 개발가치가 높으나 번식연구가 미흡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07; Kim and Kim,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섬기린초의 발근촉진

제 처리가 발근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및 발근촉진제 처리

본 실험의 공시재료는 한택식물원으로부터 삽목 후 3년 이상 된 섬기린초(Sedum takesimense)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2020년 4월에 섬기린초의 줄기의 정단부 3cm를 절단하여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삽수는 경삽으로 하단 부위의 잎을 제거하여 

삽목하였다. 삽목 번식은 2020년 6월까지 단국대학교 내 플라스틱 온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삽상 조건은 온도 25 ± 3°C, 광주기 

16/8hr.(명/암)으로 유지하였다. 삽목 시 상토는 원예범용상토(Sunshine Mix #1, Sun Gro Horticulture, USA)를 사용하였고

(Kim and Kim, 2015), 지름이 15cm인 원형 화분에 3개의 삽수를 발근촉진제 처리 후 삽목하였다. 삽목 전 상토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관수하였으며 삽목 후에는 3일 간격으로 두상관수를 실시하였다(Lee et al., 2007). 섬기린초 삽목의 삽수는 무처

리를 대조구로 하여 발근제 처리를 하였다. 발근제는 루톤(Rootone, Dongbu Chemical, Korea)을 사용하였으며 식물 생장조

절제는 IBA(Sigma Aldrich, USA) 100, 250, 500mg·L-1, NAA(Sigam Aldrich, USA) 100, 500, 1,000mg·L-1을 처리하였

다. IBA와 NAA 처리는 50% 에탄올에 녹인 후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삽수의 기부를 10초간 침지한 후 삽목하였다. 

조사내용

섬기린초의 생육특성은 삽목 40일 후에 조사하였으며 발근 수, 발근장, 발근율, 초장, 생존율, 줄기 직경, 엽수, 엽장 및 엽폭,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 엽록소 함량, 엽록소 형광, 식물 생리지수를 조사하였다. 발근은 2mm 이상 자란 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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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발근율을 계산하고, 발근장은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생존율은 삽목한 삽수 중에 발근이 되고 

생육의 변화가 있는 삽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초장은 가장 긴 줄기의 선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줄기 직경은 

Digimatic Caliper(CD-15CPX, Mitutoyo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줄기의 한 가운데 지점을 측정하였다. 엽장 및 엽

폭은 개체당 3매엽을 랜덤하게 측정하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물중은 dry oven(HSD-80, Haneul science, Korea)에서 70°C

로 48시간 처리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잎의 엽록소 함량은 chlorophyll meter(SPAD 502, Konica Minolta, Japan)로 측정하

여 SPAD(Soil Plant Analysis Development) value로 조사하였으며, 엽록소 형광측정기(Fluorpen FP 100, Photon Systems 

Instruments, Czech Republic)을 이용하여 잎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을 조사하였다. 또한, 휴대용 생리지수 측정기

(PolyPen, Photon Systems Instruments, Czech Republic)를 이용하여 NDVI(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SR(the Simple Ratio Index) 지수를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한 처리 당 3개체씩 10반복으로 삽목하였으며 온실 내에 완전임의배치법(Completely randomized design)으로 

진행하였다. 각 조사에 따른 측정값의 통계분석 및 유의성은 SAS 프로그램(SAS 9.0, 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하여 분

산분석하였으며, p < 0.05 유의수준 내에서 Duncan의 다중검정을 통해 처리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섬기린초의 무성증식을 위한 적정 삽목 조건을 알아보고자 발근촉진체 처리의 농도에 따른 삽목 후 지하부 생육특성을 조사

한 결과,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0.01 유의수준에서, 발근의 수와 발근장은 0.05 유의수준 내에서 발근촉진제 처리에 따

라 영향을 받으며, 무처리구보다 발근촉진제 처리구에서 발근의 수, 발근장,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발근의 수와 발근장은 루톤 처리구와 IBA와 NAA 저농도인 100mg·L-1 처리구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IBA와 

NAA는 저농도보다 높은 농도에서 값이 큰 경향을 보였다(Table 1). 특히, 발근의 수는 IBA 250mg·L-1, 500mg·L-1, NAA 

500mg·L-1 처리구에서 각각 8.9개, 8.7개, 9.9개로 다른 처리구보다 많았으며, NAA 1,000mg·L-1 처리구에서 8.0개로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발근장은 IBA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에서 각각 5.3cm와 5.4cm로 가

Table 1. Root growth parameters as affected by different rooting promoters at 40 days after cutting in Sedum takesimense

Rooting promoters
No. of roots

(ea)

Root length

(cm)

Fresh weight

(g)

Dry weight

(g)

Control 4.3 cz 2.2 c 0.42 d 0.027 d

Rootone 6.2 b 3.4 b 0.54 c 0.037 c

IBA 100 mg·L-1 6.5 b 3.8 b 0.55 c 0.039 c

250 mg·L-1 8.9 a 5.2 ab 0.72 a 0.062 a

500 mg·L-1 8.7 a 5.3 a 0.75 a 0.068 a

NAA 100 mg·L-1 6.3 b 3.5 b 0.52 c 0.038 c

500 mg·L-1 9.9 a 5.4 a 0.73 a 0.059 a

1,000 mg·L-1 8.0 ab 4.3 ab 0.63 b 0.047 b

Significant *y * ** **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at p < 0.05 confi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n = 10).
y*, **: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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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길었으며, 발근의 수가 다소 많았던 IBA 250mg·L-1은 5.2cm, NAA 1,000mg·L-1은 4.3cm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IBA와 

NAA는 저농도인 100mg·L-1보다 고농도에서 발근의 수가 많고 발근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

물중을 조사한 결과, 발근의 수와 발근장과 달리 NAA 1,000mg·L-1 처리구 보다 IBA 250mg·L-1, 500mg·L-1 처리구와 NAA 

500mg·L-1 처리구에서 생체중과 건물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근율도 무처리보다 발근촉진제 처리구에서 60%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IBA는 250mg·L-1, 500mg·L-1 처리구, NAA는 500mg·L-1 처리구에서 95% 이상의 발근율을 보였다(Fig. 

1A). 또한, 발근 소요일 수를 조사한 결과, 무처리구는 발근율이 낮은 만큼 발근 소요일 수도 약 9일로 가장 길었으며, IBA와 

NAA 처리구는 농도가 높을수록 발근 소요일 수가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B). 특히, 발근율이 높았던 IBA 250mg·L-1 

처리구와 500mg·L-1 처리구, NAA 500mg·L-1 처리구의 평균 발근 소요일 수는 약 5일로 발근 효과를 보여 발근 소요일 수가 

짧고 발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IBA 500mg·L-1에서 자생 Sedum류의 발근 소요일이 애기기린초는 6

일, 섬기린초는 8일이었다는 연구결과보다 짧은 기간에 발근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기기린초는 IBA 1,000mg·L-1에서 발

근율이 96% 이하이고, 섬기린초는 IBA 500mg·L-1에서 발근율이 95% 이상이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Lee and 

Yoon, 2009). 또한, 기린초 삽목 시 무처리인 대조구는 발근율이 낮고, IBA와 NAA의 침치 처리구에서 높은 발근율을 보였다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Lee et al., 2015). 최적의 삽목 번식 조건을 구명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발근의 수, 발근장, 지하

부의 생체중과 건물증을 포함한 뿌리의 발달이 우수해야 적정 삽목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Lee et al., 2011). 이는 

초본식물이나 목본식물의 삽목에 있어 발근의 여부와 발근율 등이 삽목묘 대량생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삽목 후 식물 지

하부의 생육이 우수하면 삽수의 초기 활착을 증가시키고 지상부의 생육을 증진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and 

Kim, 2015). 또한, IBA, NAA와 같은 옥신 호르몬의 처리가 식물의 삽목 시 발근 속도와 발근 된 뿌리의 형태 및 생육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옥신 처리는 종류와 농도에 따라 식물이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 적합한 종류와 농도로 

처리되어야 한다(Spethmann, 1997). 따라서, 섬기린초의 삽목 시 IBA 250mg·L-1, 500mg·L-1 처리와 NAA 500mg·L-1 처리는 

A

B

Fig. 1. The percentage of rooting (A) and average occurrence of rooting (B) in Sedum takesimense under rooting 
promoter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n = 10).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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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근을 촉진하여 뿌리 활착까지 소요일 수가 짧고 뿌리의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섬기린초의 삽목 후 40일에 지상부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줄기 직경은 처리 간의 차이가 없었고 엽수, 생체중 및 건물

중은 0.01 유의수준에서, 초장, 엽장 및 엽폭은 0.05 유의수준 내에서 발근촉진제 처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삽목 후 지상부의 생육특성 또한, 지하부의 생육과 같이 무처리구보다 발근촉진체 처리구가 생육이 우수한 경향을 보였으

며, IBA, NAA의 100mg·L-1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생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초장은 발근과 

지하부 생육에 효과적인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에서 4.7–4.8cm로 다른 처리보다 길었고, 

엽수는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에서 각각 10.8개, 11.2개, 10.9개로 많았으며 NAA 

1,000mg·L-1 처리구의 엽수는 9.2개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엽장 및 엽폭을 조사한 결과, 엽장은 1.9cm로 IBA 500mg·L-1 

처리구가 가장 높고 IBA 250mg·L-1 처리구 1.7cm, NAA 500mg·L-1 처리구 1.6cm 순으로 컸으며, 엽폭은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가 각각 0.9cm, 1.1cm, 0.9cm로 다른 처리구보다 커 엽생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지상부의 생체중과 건물중 또한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발근촉진제에 따른 섬기린초의 삽목 후 생육에 대하여 생존율을 조사하였으며, 발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처

리구에서 생존율은 40% 이하로 가장 낮았고, 루톤 처리구도 IBA와 NAA 처리구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특히, 발근율의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shoots of Sedum takesimense under rooting promoters at 40 days after cutting

Rooting promoters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No. of leaves

(ea)

Leaf Fresh weight

(g)

Dry weight

(g)length (cm) width (cm)

Control 3.4 cz 1.15 a   7.0 c 0.9 d 0.5 d 1.2 d 0.15 d

Rootone 3.8 bc 1.24 a   8.4 bc 1.1 c 0.5 cd 2.4 c 0.27 c

IBA 100 mg·L-1 4.3 b 1.25 a   8.7 b 1.3 bc 0.7 c 2.5 c 0.28 c

250 mg·L-1 4.8 a 1.32 a 10.8 a 1.7 ab 0.9 a 3.3 a 0.52 a

500 mg·L-1 4.7 a 1.27 a 11.2 a 1.9 a 1.1 a 3.5 a 0.49 a

NAA 100 mg·L-1 3.8 bc 1.23 a   8.6 b 1.1 c 0.6 c 2.8 c 0.28 c

500 mg·L-1 4.8 a 1.30 a 10.9 a 1.6 ab 0.9 a 3.6 a 0.50 a

1,000 mg·L-1 4.2 b 1.28 a   9.2 ab 1.4 b 0.8 b 3.1 b 0.41 b

Significant *y NS ** * * ** **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at p < 0.05 confi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 = 10).
yNS, *, **: Non-significant and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n = 10).

Fig. 2. The survival ratio of Sedum takesimense under rooting promoter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n = 10).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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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과 같이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는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뿌리의 활착이 잘 되어 지상

부의 생육까지 잘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Fig. 2). 선행연구에서 섬기린초를 녹소토에 삽목 시 IBA 0, 100, 500, 

1,000mg·L-1로 처리 후 생육은 IBA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불량해지며, 1,000mg·L-1에서는 탈엽율이 발생한다고 하였다(Lee 

and Yoon,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원예범용상토(Sunshine Mix #1)에 삽목하였으며 IBA 250mg·L-1과 500mg·L-1 처리구

에서 생육이 우수하고 생존률도 높아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삽목 시 생장조절제(발근촉진제)처리는 삽목을 하

고자 하는 대상 식물, 삽수의 생리적 조건, 삽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고되었으며(Kim et al., 2010) 이로 인해 앞의 선

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삽목 후 식물의 발근 시 중요 요인은 삽수의 생리적 활성으로, 근원

기(root primordium)가 분화되기 위해서는 내생 옥신의 활성이 영향을 미치며, 물질이 눈이나 잎에서 형성되어 기부로 이동하

고 세포분열을 촉진시켜 근원기를 형성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ristopher, 1990). 또한, 삽목 번식 시 삽수의 발근력은 주

로 내성 옥신의 활성에 따라 달라지며, 잎에서 생성된 탄수화물과 옥신이 삽수 기부로 이동하여 뿌리의 형성을 촉진 시키는 것

으로 연구되었다(Yang, 1995). 이와같이, 섬기린초의 삽목 시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는 발근

율과 생존율이 높고 엽생장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아 적정 IBA와 NAA의 농도로 판단된다. 또한, 섬기린초는 잎에서 항산화

물질 함량과 활성이 높아 기능성 자원식물로 활용하기 위해 잎 생산을 목표로 한 재배조건이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Oh et al., 2019) 이는 삽목 번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섬기린초의 삽목 후 생육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엽록소 함량 및 최대 광화학적 효율과 식물생리지수를 조사하였

다. 모든 처리구는 1일에 차이가 없었으며 삽목 후 40일에는 무처리보다 발근촉진제 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엽

록소 함량은 발근과 생육에 효과적인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보다 함량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엽록소 함량의 지표인 SPAD value는 엽록소의 함량만 알 수 있어 엽록소의 활성을 파악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엽록소 형광값을 조사하여 함량과 활성을 같이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Son et 

al., 2012). 식물은 생육하는 동안 주변 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광합성을 하는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엽록소 형광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 maximum quantum yield)이 식물 스트레스의 유용한 지표

로 사용되고 있다(Yoo et al., 2012). 삽목은 삽수를 모본에서 분리하고, 삽수의 발근을 통해 모본과 동일한 개체를 얻는 방법으

로 식물은 완전한 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생육이 불량하게 된다(Park et al., 2017). 삽목 후 식물체의 발근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분공급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수분 부족은 광합성의 감소를 유도하고 광

합성을 조절하는 효소의 불활성화와 광 억제 피해(photoinhibition damage)를 초래하는 등 직접적으로 식물의 생리활성을 저

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edrano et al., 1997). 엽록소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 분석은 식물의 형광 현상을 이용하여 빛에 노

출된 식물체의 형광 유발 현상을 응용한 Kautsky effect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빛에 노출되었을 때 엽록소로 흡수된 빛의 강도

와 파장의 형광 양상을 확인하고, 다시 암상태가 되었을 때 형광 현상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의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

다(Strasser, 1985; Srivastava et al., 1995). 섬기린초의 삽목 후 엽록소 형광값을 조사한 결과, 엽록소 형광값은 0.78–0.84가 

정상범위로(Zhang and Yang, 2014)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만 정상범위에 속하며, 나머지 

처리구는 정상범위보다 낮아 생육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오가나무(Eleutherococcus 

sieboldianus) 삽목 시 식물의 생육 활성을 알아보고자 측정한 엽록소 형광값은 발근이 잘 된 최적 처리구의 값은 0.73–0.83

으로 안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Choi, 2012)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삽목 후 뿌리의 활착이 잘 된 식

물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물은 잎에서 조사된 백색광의 반사율은 표

면의 성질과 내부구조 및 엽록소 등 내부의 생화학 물질의 함량에 달라지며, 반사된 빛의 정도에 따라 생물량뿐만 아니라 식물

의 생리적 상태로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ae et al., 2017).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알아보기 위해 식물생

리지수를 측정하며, 여러 지수 중 NDVI(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수와 SR(the Simple Ratio Index) 

지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Payero et al., 2004). NDVI 지수와 SR 지수는 두 지수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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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소 함량에 비례하면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e et al., 2017). NDVI 지수와 SR 지수를 조사한 결과, 삽목 

후 40일의 두 지수와 엽록소 함량 간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식물생리지수를 통해 섬기린초의 생리 활성 판

단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C and 3D). 섬기린초 삽수의 발근과 생육에 효과적인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에서 NDVI와 SR 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DVI 지수의 전체범위는 0.2–0.9이며, 정상범위

는 0.6–0.9, 생육이 불량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의 범위는 0.2–0.4의 값으로 나타난다(Payero et al., 2004). 이에 따라,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의 NDVI 지수의 값은 0.8 이상인 것으로 보아 삽목 후 식물체가 건강

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R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범위는 1–10으로 정상범위는 6–10,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는 

1–5 범위의 값으로 나타난다(Payero et al., 2004).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의 SR 지수는 8 

이상으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발근과 생육이 저조한 무처리구는 NDVI 지수와 SR 지수 모두 정상범위를 벗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기린초의 삽목 시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는 섬기린초 삽수의 

발근과 생육에 효과적이며, 뿌리의 활착이 좋아 수분과 양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다른 처리보다 식물체가 받는 스트레

스가 적어 생리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 록

본 연구는 섬기린초(Sedum takesimense)의 삽목 시 발근촉진제 처리가 발근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

다. 발근촉진제 처리 후 지하부의 생육특성은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에서 발근 수가 8–9개

A B

C D

Fig. 3. Chlorophyll contents (A), maximum quantum yield of PSⅡ (Fv/Fm, B),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C), and simple ratio index (SR, D) in Sedum takesimense under rooting promoter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n
= 10).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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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았으며 발근장은 IBA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 각각 5.3cm와 5.4cm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근율

도 무처리보다 발근촉진제 처리구에서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

리구의 발근율은 95%이상으로 발근 소요일도 약 5일로 뿌리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삽목 후 지상부의 생육특성

을 조사한 결과,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가 다른 처리보다 초장이 길고 엽수도 많았으며, 엽장 

및 엽폭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구의 생존율은 90% 이상으

로 뿌리 활착이 잘 되어 지상부의 생육까지 우수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삽목 후에도 생육에 있어 생리활성이 원활이 이루

어지고 있어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과 NDVI 및 SR 지수가 정상범위에 속하여 섬기린초 삽목의 적정 발근촉진제의 농도

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섬기린초의 삽목 시 발근촉진제 IBA 250mg·L-1, 500mg·L-1과 NAA 500mg·L-1 처리는 발근 및 뿌리

의 활착이 우수하고 삽목 후 지상부 생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적정 발근촉진제 처리로 판단된다. 

추가 주요어 : 돌나물과, IBA, NAA, 번식, 경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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