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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optimal culture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cut flowers and tubers of Calla (Zantedeschia 'Black Magic') in highlands.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growth of 'Black Magic' Calla influenced by tuber hardness (3.3 and 6.0 
kg/cm2), GA3 concentration (0, 100 and 200mg L-1), duration of GA3 treatment (24 hr, 12 hr 
and 30min before planting) were investigated. When tubers have high hardness, those were 
not severely injured by soft rot disease regardless of GA3 concentrations and treatment 
durations. Tubers with low tuber hardness showed more than 90% of soft rot occurrence 
when treated with 200mg L-1 GA3 for 24 hrs before planting. However, soft rot did not 
occur when tubers were treated with 200mg L-1 GA3 for 12 hrs before planting. In 
conclusion, GA3 treatment results showed soft rot occurr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gree in 
accordance with the bulbs hardness. In addition, the yield of the cut flowers is the result 
received the greates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bulbs in size and appeared to no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GA3 treatment concentration and hardness bulbs. To 
obtain flowers without soft rot symptom, tubers (as 6.0 kg/cm2) should be completely dried 
after GA3 treatment.

Keywords: growth regulators, highland, tuber, zantedeschia

Introduction
칼라는 천남성과(Araceae) 구근식물로 꽃과 잎이 아름다워 고급 화훼로 이용되어 유망한 

화훼로 소개되었으나(Welsh, 1986) 구근비용에 비하여 절화수량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칼라의 절화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GA 처리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Corr and RE Widmer. 1987; Funnell and Go, 1993), 연구결과 대체로 

수량이 증가되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실용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여름철 고온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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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무름병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Mori et al., 1999) 정식시의 구근경도, 생장조절제의 처리농도 및 

처리시간에 따라 무름병 발생정도와 개화수량이 달라진다. 그 동안 GA 처리는 대부분 순간침지나 30분 이하의 

처리를 하였는데(Choi et al., 2007; Funnell and Go, 1993) 침지시간을 늘이면 침지효과가 보다 균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근경도, GA농도 및 처리시간에 따른 칼라의 생육 및 개화특성 구명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유색칼라 ‘Black Magic’ 품종을 이용하여 구근경도(저경도 3.3 kg/㎠, 고경도 6.0 kg/㎠, 경도: 반복당 10개 

3반복 평균), GA3 처리농도(0, 100, 200 ㎎ L-1), GA3 처리시점(정식 24시간 전, 12시간 전, 30분 전)을 각각 

달리하여 30분간 침지하여 건조시킨 후 6월 26일에 30×20 ㎝ 간격으로 정식하였다. 정식 후에 50% 차광망을 

비가림하우스 위에 씌웠고 관수는 점적관수로 하였다. 기비는 10a당 퇴비 2 MT, 석회 10 kg, N-P-K (10-20-10 

kg), pH 6.0인 포장에서 실험하였다. 구근조사는 수확시기별로 9월 20일, 10월 10일, 10월 30일 수확하여 햇빛에 

말린 다음 잎줄기와 구근이 분리되었을 때 조사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정식전의 구소질은 2가지로 나누어서 

저경도(3.3 kg/㎠)의 구근은 구경 3.5 ㎝, 구고 1.3 ㎝, 구중 16.5 g 이었고 고경도(6.0 kg/㎠)의 구근은 구경 4.0 ㎝, 

구고 1.4 ㎝, 구중 22.5 g의 구근을 이용하였다.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고경도 구근(6,0 kg/㎠)의 생육특성으로 초장은 정식 24시간 전 GA3 200 ㎎ L-1침지처리구에서 78.5 cm

로 가장 낮았고 다른 처리구에서는 86.4-81.9 ㎝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GA3처리

에 따른 엽수는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1. Growth and cut flower characteristics of Zantedeschia cv. Black Magic (6.0 kg/cm² of tuber hardness) 
as affected by concentrations and treatment times of GA3 in highland after 120 days of treatment.

Concentration GA3

and dipping timey

(mg L-1)

Plant height
(cm)

No. of 
leaves

Length of cut 
flower
(cm)

Weight 
of cut flower 

(g)

flower stalk
diam.
(mm)

Untreated 86.4az 9.5a 91.0a 90.7a 16.3a
GA 3100 24 hr 84.7a 8.7a 82.4b 61.3b 13.6b

12 hr 84.3a 10.9a 78.1b 58.1b 12.8b
30 min 81.9a 13.2a 79.4b 60.4b 13.6b

GA3 200 24 hr 78.5b 9.1a 73.4c 47.7c 10.9c
12 hr 83.9a 10.2a 82.9b 61.9b 13.3b
30 min 86.3a 11.5a 83.1b 64.8b 14.0b

DMRT p≤0.05 or 0.01z * ns * ** **
yGA3+24 hr: dipping of 24 hr before planting, GA3+12 hr: dipping of 12 hr before planting, GA3 100+30 min: 
dipping of 30 min. before planting.
z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p≤0.05).

절화장, 절화중, 화경경은 초장과 같은 경향으로 GA3을 침지하면 생장량은 감소하나 절화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일반적으로는 GA3처리를 하면 엽면적, 엽수가 줄어든다고 보고(Funnell and Mackay., 1987)된 

바 있는데, Choi et al. (2005)은 GA3침지농도와 시간에 따라 생장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일부 GA3처리에서 



Growth and flowering as affected by tuber hardness, GA3 concentrations and treatment duration in Calla (Zantedeschia)

Korean� Journal� of�Agricultural� Science�43(1)�March�2016 30

초장이 길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등 본 실험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난지와 고랭지의 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추후 보다 심도 있는 비교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저경도 구근(3.3 ㎏/㎝2)의 생육반응으로 초장은 무처리와 정식 30분전 GA3 100 ㎎ L-1침지구에서 

79.5-82.0으로 가장 길었고 그 나머지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절화장, 절화중, 화경경은 GA3을 침지하면 생

장량은 감소하나 수량이 증가하였는데 이 결과는 초장과 같은 경향이었다(Table 1, 2). 구근류는 일반적으로 구

근크기에 따라 생장량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Funnel, 1993). 본 시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구

경이 각각 4.0, 3.5 ㎝로서 결국은 구근직경이 큰 것이 생장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고경도 

구근(6 ㎏/㎝2)과 저경도 구근(3 ㎏/㎝2)의 생육차이는 구근 크기가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구근경도에 따른 생장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2. Growth and cut flower characteristics of Zantedeschia cv. Black Magic (3.3 kg/cm² of tuber hardness) 
as affected by concentrations and treatment times of GA3 in highland after 120 days of treatment.

Concentration GA3 

and dipping timey

(mg L-1)

Plant height
(cm)

No. of 
leaves

Length of 
cut flower

(cm)

Weight 
of cut flower 

(g)

Stem diameter
(mm)

Untreated 79.5az 7.7a 75.8a 53.8a 17.3a
GA3 100 24 hr 68.5b 7.2a 55.7a 33.8ab 11.5ab

12 hr 60.6b 7.5a 54.9a 30.6b 11.4ab
30 min 82.0a 7.6a 78.5a 53.3b 12.7ab

GA3 200 24 hr 70.3b 8.0a 53.4a 24.2b 10.1b
12 hr 65.3b 7.7a 58.9a 28.9ab 10.9ab
30 min 70.2b 7.8a 52.9a 32.6ab 11.2ab

DMRT p≤0.05 or 0.01y * ns ns ** **
yGA3+24 hr: dipping of 24 hr before planting, GA3+12 hr: dipping of 12 hr before planting, GA3 100+30 min: 
dipping of 30 min. before planting. 
z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p≤0.05).

고경도 구근의 주당 절화수량은 무처리 2.1개 보다 정식 24시간 전 GA3 200 ㎎ L-1 침지에서 5.6개로 가장 

많았고, 다른 처리구는 4개 내외로서 대체로 GA3처리농도와 처리시기에 비례하는 경향이었다(Table 3). 이러

한 결과는 GA3를 16시간 침지하여 처리농도와 침지시간에 따라 개화수가 증가하고 24시간 이상 장시간 침지 

할 경우 유의성이 인정 되었다는 Brooking and Cohen (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GA3침지시간에 따

른 개화수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보고(Funnell et al., 1991; Choi et al., 2005)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3).

저경도 구근의 절화수량은 무처리구 1.0개보다 GA3 100, 200 ㎎ L-1의 모든 처리에서 3-4개로 유의하게 많

았으나 GA3처리구 내에서는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Table 3). 구근경도에 따른 수량을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고경도 구근에서 수량이 약 1개 정도 많았다(Table 3). 이 결과는 구근경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식 시 구근 크기

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Welsh et al. (1988)이 보고한 것과 같이 구근크기가 클수록 수량이 증가

되는 결과와 일치함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3). 고경도 구근(6 ㎏/㎝²)의 경우, GA3처리농도와 

시기에 따른 무름병 발생은 무처리, GA3 100 ㎎ L-1+30분전, GA3 200 ㎎ L-1+30분 전 처리에서 무름병 발생

은 나타나지 않았고 GA3 200 ㎎ L-1+24시간 전 침지를 비롯한 나머지 처리에서 5%정도의 무름병이 발생하였

다(Table 3). 나머지 처리에서는 무름병이 10-18% 발생 되었고 GA3 100 ㎎ L-1, 24시간 처리에서는 전혀 발

생 하지 않았다. 즉, GA3처리는 구근경도에 따라 무름병 발생정도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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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able 3. Yield of flower per plant and Percentage of soft lot occurrence 'Black Magic' (6, 3 kg/cm² of tuber hardness) as 
affected by concentrations and treatment times of GA3 in highland after 70-120 days of treatment.

Concentration GA3

and dipping timey

(mg L-1)

Yield of flower 
per plant

(6 kg/cm²)

Soft rot
(6 kg/cm²)

Yield of flower 
per plant

(3.3 kg/cm²)

Soft rot
(3.3 kg/cm²)

Untreated 2.0dz 0.0c 1.04c 5.6d 
GA3 100 24 hr 4.8b 6.7a 3.36a 8.3c 

12 hr 4.0c 3.3b 3.61a 0.0e 
30 min 4.5b 0.0c 2.61b 16.7b 

GA3 200 24 hr 5.6a 6.7a 3.67a 91.7a 
12 hr 4.5b 3.3b 3.96a 8.3c 
30 min 3.4c 0.0c 3.06a 13.9b 

DMRT p≤0.05z * * * *
yGA3+24 hr: dipping of 24 hr before planting, GA3+12 hr: dipping of 12hr before planting, GA3 100+30 min: 
dipping of 30 min. before planting. 
z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p≤0.05).

한편, 저경도 구근(3.3 ㎏/㎝²)의 처리구에서는 12시간 전 GA3 100 ㎎ L-1농도의 침지처리구에서 무름병

이 나타나지 않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하지만 GA3처리농도에 따라 무름병 발생이 증가한

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처리시기에 따라 무름병 발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저경도 구근처

리구(Table 3)의 GA3처리 농도와 시기에 따른 무름병은 무처리에서 5%가 발생되었고 GA3 200 ㎎ L-1, 24시

간 전 처리에서 90%이상 발생되었다.

Table 4. The marketable yield of 'Black Magic' (6, 3 kg/cm² of tuber hardness) as affected by concentrations and treatment 
times of GA3 in highland after 20-120 days of treatment.

Concentration GA3

and dipping timey

(mg L-1)

marketable   
yield (%)

(6 kg/cm²)

marketable   
yield

(6 kg/cm²)

marketable   
yield (%)

(3 kg/cm²)

marketable   
yield

(3 kg/cm²)
Untreated 100.0a 22,220d 94.4b 10,906e 
GA3 100 24  hr 93 .3b 49,755b 91.7b 34,230b 

12  hr 96.7b 42,973c 100.0a 40,107a 
30  min 100.0a 49,995b 83.3c 24,154d 

GA3 200 24  hr 93.3b 58 ,047a 8.3d 3,384f 
12  hr 96.7b 48,345b 91.7b 40,343a 
30  min 100 .0a 37,774c 86.1bc 29 ,270c

DMRT p≤0.05z * * * *
yGA3+24 hr: dipping of 24 hr before planting, GA3+12 hr: dipping of 12 hr before planting, GA3 100+30 min: dipping of 30 
min. before planting. 
z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p≤0.05).

GA3처리 농도와 시기에 따른 상품비율은 고경도 구근에서는 9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정식 30

분전 GA3 100, 200 ㎎ L-1침지 처리구에서 100%로 가장 높았다(Table 4). 그러나 저경도 구근에서는 GA3처

리농도와 시기에 따른 상품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상품에서 무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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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을 뺀 수치로서 GA3 100 ㎎ L-1, 12시간 전 처리에서 상품률이 100%로 가장 높았고 GA3 200 ㎎ L-1, 

24시간 전 처리는 10%이하로 극히 적었으며 그 나머지는 80-90%로 나타났다(Table 4).

고경도 구근의 절화수량(10 a당 절화수량으로 환산)은 GA3 200 ㎎ L-1,24시간 전 처리에서 가장 많았고 

저경도 구근의 절화 수량은 GA3 200 ㎎ L-1, 12시간 전 처리에서 가장 많았다(Table 4). 하지만 고경도 구근

의 수량이 저경도 구근의 수량보다 10,000본 이상 수량이 많았는데, 이것은 Welsh et al., (1988)이 밝힌 구근

크기에 따라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정식 전 구소질 중에서 고경도, 저경도 구경

은 각각 4.0, 3.5 cm로 고경도에서 큰 구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서, 경도에 따른 수량 

증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절화수량은 고경도 구근에서 10 a당 절화수량으로 환산할 경우 24시간 전 GA3 200 ㎎ L-1처리에서 

58,047본/10 a로 가장 많았고 저경도 구근에서의 절화 수량은 12시간 전 GA3 200 ㎎ L-1처리에서 40,343본

/10 a로 가장 많았다(Table 4). 또한 고경도 구근에서 저경도구근보다 10,000본 이상 수량이 많았는데, 이것

은 Welsh et al., (1988)이 밝힌 구근크기에 따라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즉 정식 

전 고경도 구근과 저경도 구근의 구경은 각각 4.0 cm와 3.5 cm로 고경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구근을 사용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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