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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분화용으로의 개발을 위한 지상부 억제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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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다년생 직근성 식물로 7~8월에 자색 또는 백색 꽃이 개화하며, 뿌리에는 saponin, inulin, 

phytosterin, platycodinin 등의 성분 및 단백질, 지질, 당류, 철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식용,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자색 꽃이 겹으로 피는 겹도라지는 꽃의 관상가치가 뛰어나 관상용, 조경용으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라지 식물체

는 생식생장기에 접어들면 도복현상을 나타내어 관상적 가치가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절화 및 분화류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장을 줄이면서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적심 처리 및 다양한 종류

의 화학조절제를 처리하여 지상부 생육을 억제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상부 생육을 억제시킴으로서 도라지 식물의 도복

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배 생력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공시한 도라지는 노지 포장에 파종하여 2년간 재배한 겹도라지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관상가치가 높은 분화 상품 개발

을 위한 지상부 생육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적심처리 효과 및 생장조절제 처리 효과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적심처리 높이는 

20, 35, 50cm로 하였다. 생장조절제 처리는 천연 ABA는 0, 10, 100, 500ppm, Paclobutrazol은 0, 10, 50, 100ppm, 

CCC(chlormequat chloride, cycocel)는 0, 100, 300, 500ppm, B9(daminozide)은 0, 1000, 2000, 3000ppm, Ancymidol은 0, 10, 

50, 100ppm 농도로 처리하였다. 생장조절제 처리 방법은 5월 상순 도라지의 신초가 5cm 이상 자랐을 때 경엽에 분무 살포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지상부 높이별로 적심을 행하여 그 생육양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장은 무적심 98cm에 비해 적심처리구에서 짧아지는 경

향을 보였고, 특히 50cm 높이의 적심처리구에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또한 분지수는 무적심구에서보다 적심구에서 증가하였

으며, 특히 20cm, 35cm 높이 적심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식물생장조절제가 도라지 지상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생장조절제를 처리하였다. 천연 ABA를 0, 10, 100, 500ppm 농도로 처리한 결과, 초장은 처리 

농도가 높을수록 무처리구 95cm에 비해 다소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줄기직경은 농도의존적으로 약간 커지는 결과를 보였

다. 또한 paclobutrazol를 0, 10, 50, 500ppm 농도로, 그리고 CCC를 0, 100, 300, 500ppm 농도로 처리했을 때, 초장은 처리 농도

가 높을수록 무처리구에 비해 현저히 짧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줄기직경과 분지수도 농도의존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9을 0, 1000, 2000, 3000ppm 농도로 처리했을 때의 초장은 처리 농도가 높을수록 무처리구에 비해 현저히 짧아지

는 경향을 보였고, 분지수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ncymidol를 0, 10, 50, 100ppm 농도로 처리했을 

때의 초장도 처리 농도가 높을수록 무처리구에 비해 짧아지는 결과를 보였지만, 줄기 직경과 분지수는 처리구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부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paclobutrazol이 현저한 효과를 보였지만, 식물체가 다소 

약해지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제와 혼용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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