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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내 절화류 판매시장의 생산액은 2017년 1,833 억 원으로 전

체 화훼류 생산액의 약 32.6%를 차지하고 있으나(MAFRA, 

2018) 국내 자생식물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Chung and 

Kim (2019)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화훼시장에서 유통되는 절화 

가운데 자생식물은 24종으로 전체의 14.0%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약 4,180여 종의 자생식물이 존재함에도

(KNA, 2019) 여전히 자생식물의 쓰임이 적어 새로운 자생식물

의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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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suitability of Euphorbia jolkinii Boiss. as cut flower, 

so that it may be introduced as a new ornamental crop. For this purpose, effect of various holding solutions on vase solution 

uptake rate, vase life, and relative fresh weight of cut flowering branches of E. jolkinii was examined. After harvest, cut 

branches were treated with 10, 50, and 100 ㎎·L-1 of 8-hydroxyquinoline sulfate (8-HQS), 0.1 and 0.2 mM of silver 

thiosulfate (STS), Chrysal, and Floralife. The cut branches of E. jolkinii were placed unde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maintained at air temperature of 22.6°C, relative humidity of 45%, and 9/15h photoperiod that was controlled using 

fluorescent lamps (light intensity of 9.89 µmol·m-2·s-1). A holding solution containing 10 ㎎·L-1 8-HQ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effective for vase solution uptake rate compared to control, 50 ㎎·L-1 8-HQS, and 100 ㎎·L-1 8-HQS 

treatment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vase life between the branches treated with 10 ㎎·L-1 8-HQS 

holding solution and branches of the control group. Increasing holding solution concentrations of STS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the vase life of cut E. jolkinii branches. Relative fresh weight of cut E. jolkinii branch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two commercial holding solutions, Chrysal and Floralife.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would aid further 

studies on utilization of E. jolkinii as cut flower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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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대극(Euphorbia jolkinii Boiss.)은 우리나라 남부 해안지

역 및 제주도에 자생하는 대극과(Euphorbiaceae)의 다년생 초

본식물이다(KNA, 2019). 초장은 40~80 ㎝, 줄기는 붉은빛의 

원주형으로 여러 대가 무리 지어 자란다(Kim et al., 2006). 배

상화서의 황록색 꽃은 3월부터 5월까지 피어 개화 기간이 2개월

가량 지속되기 때문에 관상용 및 절화로서의 개발 가치가 크다. 

국내에 자생하는 Euphorbia속 식물은 대극, 흰대극, 제주대극 

등 17여 종으로 알려져 있으나(KNA, 2019) 관상용으로 활용하

기 위한 선행연구는 암대극의 절화 특성 평가(Oh et al., 2018)

가 유일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절화 암대극의 수명이 4℃ 온도 

조건에서 83일간 유지되어 절화식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

나 실온에서 절화수명이 약 14일로 조사되어 보존용액 처리를 

통한 절화수명 연장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절화는 수확 후 수분흡수 능력이 감소하여 쉽게 노화되거나 

위조되기 때문에(Ku and Cho, 2014) 절화의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져 왔다(Schouten et al., 2018; Shaba-

nian et al., 2018; Su et al., 2019). 절화의 수명연장제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은 몇 가지가 있는데, 수분흡수를 개선시키기 위

해 살균제 역할로 사용하는 8-hydroxyquinoline sulfate (8- 

HQS), 꽃을 노화시키는 에틸렌의 발생을 억제하는 silver 

thiosulfate (STS), 에너지원인 당과 살균제로 이루어져 상업적

으로 판매되는 Chrysal 및 Floralife 등이 있다(Kim et al., 2017; 

Rabiza-Swider et al., 2015).

본 연구는 기존에 재배 및 유통되지 않았던 자생식물 암대극

을 신 관상식물(new ornamental crops)로 개발하고자 효과적

인 보존용액으로 알려진 8-HQS, STS, Chrysal, Floralife 처리

에 따른 절화수명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

실험에 사용된 절화 암대극은 2018년 4월 25일 제주도 섭지

코지 지역에서 채집한 암대극(Fig. 1) 중 줄기 직경 0.6~0.8 ㎝, 

화경 5~6 ㎝인 균일한 개체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절화는 길이 

30 ㎝로 하였고, 하단의 약 13 ㎝까지 잎을 제거하고 사선 절단

한 뒤 즉시 보존용액에 처리하였다. 

실험환경

본 실험은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2018년 4월 26

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수행되었다. 실험기간 동안의 환경

은 온도 22.6 ± 1.1℃, 상대습도 45 ± 7.6%, 광도 9.89 μmol· 

m-2·s-1 (Fluorescent lamp, Osram, Ansan, Korea), 일장 

9/15h였다. 

보존용액 처리 및 절화수명 조사

절화 보존용액으로는 대조구인 증류수(distilled water), 

8-hydroxyquinoline sulfate (8-HQS) 10, 50, 100 ㎎·L-1, 

silver thiosulfate (STS) 0.1, 0.2 mM, Chrysal (Chrysal Clear 

Universal, Chrysal International BV, Naarden, The Nether-

lands) 8 ml·L-1, Floralife (FloraLife Express Clear 200, 

Smithers Oasis company, Cheonan, Korea) 10 ml·L-1를 사

용하였다. 각각의 보존용액은 삼각플라스크에 300 mL씩 분주

한 후 실험 기간 동안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하여 입구 부분을 

파라필름(PM992 Parafilm M. Whatman. Country of Origin. 

USA)으로 밀봉하였다. 실험구는 처리당 10개체씩 완전 임의배

치 하였으며, 처리 당일부터 매일 절화수명, 수분흡수율, 생체

중변화율을 조사하였다. 절화수명의 기준은 소화(floret) 또는 

포엽(bract)이 절반 이상 마르거나 갈변된 시점으로 판단하였

다. 수분흡수율과 생체중 변화율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

었으며 각 처리구는 절화수명 종료일까지 조사되었다(Chamani 

and Esmaeilpour, 2007). 

수분흡수율(vase solution uptake, mL·g-1·d-1) = 일별 수

분흡수량 / 초기생체중

생체중변화율(relative fresh weight, %) = 일별 생체중 / 초

기생체중 × 100

Fig. 1. The photograph of Euphorbia jolkinii Boiss. in a native 

habitat. The photograph was taken on 3 April 2018 at Seop-ji- 

ko-ji in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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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실험결과 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9.0, SAS institute 

Inc.,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Tukey의 다중검정 

P < 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그래프는 Sigma plot system 

(version 10.0; systat software, Inc., IL, USA)을 이용하여 제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8-HQS의 암대극 절화 보존제로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결과, 절화수명은 대조구와 8-HQS 10, 50 ㎎·L-1 처리

에서 각각 10.4, 10.8, 10.2 일로 처리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1). 반면 8-HQS 100 ㎎·L-1에서는 9.0일로 다른 처리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보존용액의 8-HQS 처리가 Rosa 

hybrida ‘Beast’의 줄기갈변현상을 일으켰다는 결과(Lee and 

Kim, 2014)와 8-HQC 등의 살균제가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식

물에 독성을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Van doorn et al., 1989)를 

미루어 보아, 8-HQS 100 ㎎·L-1처리가 절화 암대극에 독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수분흡수율의 경우, 실험 7일 차까지 처

리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8일 차부터 8-HQS 10 ㎎·L-1

에서 0.35 mL·g-1·d-1의 수분흡수율을 나타냈으며, 반면에 

8-HQS 100 ㎎·L-1에서는 0.17 mL·g-1·d-1의 수분흡수율을 

나타내었다(Fig. 2A). 상대 생체중의 경우, 8-HQS 10 ㎎·L-1

에서 81.1%로 가장 높은 최종 상대 생체중을 나타냈으나, 

8-HQS 100 ㎎·L-1에선 최종 상대 생체중이 63.0%로 조사되었

다(Fig. 3A). 8-HQS 10 ㎎·L-1 처리는 절화수명을 연장시키지 

못했지만 상대생체중과 수분흡수율이 다른 처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Figs. 2 and 3). 이러한 결과는 8-HQS가 처리된 절화 

프리지아의 수분흡수 증가(Stoddard and miller, 1962)와 절화 

국화의 생체중이 증가되었다는 이전 연구결과(Kwon et al., 

1999)와 유사하였다. 이는 8-HQS가 기공개폐에 영향을 미쳐 

증산을 억제시킨 결과 수분흡수와 생체중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Rogers, 1973). 따라서 8-HQS 보존용액 처리는 10 

㎎·L-1의 낮은 농도에서 상대생체중 및 수분흡수율을 다소 증

가시키지만 절화수명 연장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00 

㎎·L-1 이상의 농도는 절화 암대극에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STS는 수확 직후에 전처리하여 살균, 에틸렌 발

생을 억제하여 절화수명을 연장하고 꽃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Ohkawa et al., 1999; Song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STS를 전처리용액이 아닌 절화 보존용액으로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TS 0.1, 0.2 mM을 보존용액으로 사용

하였다. 절화수명은 대조구, STS 0.1, 0.2 mM 처리에서 각각 

10.4, 10.1, 9.3일로 나타났다(Table 1). 대조구와 STS 0.1 mM

에서 절화수명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STS 보존용액 농

도가 0.2 mM 이상에서는 유의하게 짧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0.02 mM STS 보존용액 처리가 절화 장미에서 독성을 일으켜 절

화 품질과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Sudaria et al., 

2017), STS 고농도 처리가 오히려 절화 프리지아의 품질을 감소

시켰다는 이전 연구결과(Kwon et al., 1999)와 유사하였다. 따

라서 절화 암대극에서 STS 0.1 mM 이상의 보존용액처리는 에

틸렌 발생억제를 통한 절화수명 연장효과보다는 식물체에 독성 

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절화 암대극의 수분흡수율은 

STS 0.2 mM 보존용액 처리 시 8일차부터 다른 처리에 비해 값

이 낮아져 최종 수분흡수율 0.022 mL·g-1·d-1를 나타냈다

(Fig. 2B). 절화 암대극의 상대생체중은 STS를 처리한 보존용액

Table 1. Vase life in cut Euphorbia jolkinii Boiss. as influenced by different holding solutions

Holding solutions Concentration Vase life (days)

Control  10.4 az

8-HQS 10 ㎎·L-1 10.8 a

50 ㎎·L-1 10.2 a

100 ㎎·L-1   9.0 c

STS 0.1 mM 10.1 ab

0.2 mM   9.3 bc

Chrysal 8 ml  9.0 c

Floralife 10 ml  8.8 c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s by Tukey’s HSD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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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8일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최종 상대생체중은 처

리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B). 

상업용 절화수명연장제를 보존용액으로 사용한 결과 대조구, 

Chrysal, Floralife 처리에서 절화 암대극의 수분흡수율은 6일 

차부터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8일 차에 각각 0.35, 0.15, 

0.14 mL·g-1·d-1로 처리 간에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ig. 2C). 절화 암대극의 상대생체중은 대조구, Chrysal, 

Floralife 처리에서 7일 차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

여 9일 차에 각각 82.8, 59.9, 65.0%로 처리간 가장 유의한 차이

가 조사되었다(Fig. 3C). 상대생체중은 수분균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im et al., 2017; Lee et al., 2011), 

본 실험 결과 절화 암대극의 상대생체중 변화가 전날의 수분흡수

량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Chrysal 및 Floralife 처리 

시 암대극의 절화수명이 무처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0.0

0.2

0.4

0.6

0.8
Control

8-HQS   10 ppm

8-HQS   50 ppm

8-HQS 100 ppm

V
a
s
e
 s

o
lu

ti
o

n
 u

p
ta

k
e
 (

m
L

. g
-1
. d

-1
)

0.0

0.2

0.4

0.6

0.8

Control

STS 0.1 mM

STS 0.2 mM

Days after treatment

0 2 4 6 8 10 12

0.0

0.2

0.4

0.6

0.8
Control

Chrysal

Floralife

(A)

(B)

(C)

Fig. 2. Changes in vase solution uptake of cut flow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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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relative fresh weight of cut flowers of 

Euphorbia jolkinii Boiss. as influenced by different holding 

solutions of 8-HQS (A), STS (B), and commercial solutions 

(Chrysal and Floralife) (C). Error bars ar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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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d Fig. 4), 이는 절화 암대극의 수분흡수율과 상대생

체중의 감소가 절화수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상업

용 절화수명연장제를 사용한 이전 연구들에서 절화수명연장 효

과가 있다고 다수 보고된 바 있으나(Ahmad et al., 2014; 

Carlson and Dole, 2014; Dole et al., 2009), Chrysal 보존용액 

처리 시 절화 심비디움의 생체중이 무처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7). 또한, Chrysal가 처리

된 절화 장미 ‘Saphir’ 품종에서 절화수명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

하게 감소되었던 반면, 절화 장미 ‘Red Sandra’ 품종에선 절화수

명이 Chrysal 처리와 무처리에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절화 종류 및 품종에 따라 상업용 절화수명연장제의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절화용 암대극에 있어서 살균제인 8-HQS, 에틸

렌 억제제인 STS, 상업적 전처리제인 Chrysal, Floralife 보존용

액 처리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절화수명 및 절화특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 3월

에 수확한 암대극의 절화수명이 14일 이상 지속되었지만(Oh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10일 정도 지속되었다. 이는 쿠르쿠마 

‘Chianmail Pink’식물에서 화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확한 절화가 화포가 벌어진 단계에서 수확한 절화보다 수명이 

약 8일 정도 연장되었다는 결과(Hwang and Kim, 2014)와 절화

장미에서 5월에 수확한 절화가 6월에 수확한 절화보다 약 2배가

량 수명이 유지되었다는 이전 연구결과(Cho et al., 2001)를 미

루어보아, 수확시기가 암대극 절화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수확시기에 따른 절화수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 관상식물인 암대극의 절화수명 연

장 연구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적  요

본 연구는 기존에 절화용으로 개발되지 않았던 암대극을 새

로운 관상식물로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은 보존용액

에 따른 절화 암대극의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분흡수율, 절화수

명, 상대생체중을 조사하였다. 수확 후 절화는 8-hydroxyqui-

noline sulfate (8-HQS) 10, 50, 100 ㎎·L-1, silver thiosul-

fate (STS) 0.1, 0.2 mM, Chrysal, Floralife의 보존용액에 처리

되었다. 실험은 온도 22.6℃, 상대습도 45%, 일장 9/15h, 광도 

9.89 μmol·m-2·s-1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절화 암대극의 수

분흡수율은 8-HQS 10 ㎎·L-1 보존용액에 처리 시 무처리된 절

화보다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절화 암대극의 수명

은 무처리와 8-HQS 10 ㎎·L-1 보존용액 처리 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절화 수명은 STS 보존용액 처리 시 처리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절화 암대극의 상대 생체중은 상업용 절

화수명연장제인 Chrysal 및 Floralife 보존용액 처리 시 무처리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화 암대극의 사용

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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