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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inal irrigation timing (FIT) before packaging for 

long-term transportation on growth, flowering, and crop quality of Phalaenopsis after simulated dark shipping (SDS). 

Phalaenopsis Sogo Yukidian ‘V3’ plants grown in 11 cm-diameter plastic pots filled with potting media (sphagnum 

moss + bark or only sphagnum moss) were packaged in paper boxes for export at 3.5, 7, 10 days (FIT 3.5, 7,10; 

Experiment 1) and 4, 6, 8, 10 days (FIT 4, 6, 8, 10; Experiment 2) after the final irrigation and then stored in a growth 

chamber at 20 ± 1°C and 70 ± 3% RH created for SDS. After 4 weeks, the plants were taken out and grown in a 

greenhouse at 23 ± 3°C and 70 ± 5% RH, and crop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during cultivation. In Experiment 1, 

the survival rate of FIT 3.5 plants was lower than that of FIT 7 and FIT 10.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in days to first flower, the number of florets, and the elongation rate of flower stalks. In Experiment 2, the percentage 

of rotted leaves was lowest in FIT 6 when before forcing and at 12 weeks after forcing, and that of FIT 8 was similar 

to FIT 6 when before forcing, but slightly increased after 12 weeks. The percentage of rotted leaves of FIT 10 was 

highest and that of FIT 4 was also high.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flowering characteristics among treatments. In 

conclusion, the FIT before packaging for long-term (4 weeks) transportation of potted Phalaenopsis ‘V3’ affected the 

leaf rot rather than the post-shipping growth and flowering. And it was considered appropriate to set the volumetric 

water content of the potting media just before packaging to abou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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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접란(Palaenopsis spp.)은 주로 남태평양 연안과 열대 및 

아열대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난초과 식물이며, 나무 줄기

에 착생하여 자라는 착생식물로 열대우림의 그늘(canopy)에

서 서식하기 때문에 광요구도가 낮고,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

화탄소를 흡수하는 CAM 식물이다(Lopez 등, 2007). 호접란

은 꽃의 색상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관상가치가 높으며 개화기

간이 길어 인기가 높은데, 대규모 상업적 생산으로 생산비가 

낮아지고 절화 및 분화의 수출입이 활발해지면서 전세계적으

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Runkle 등, 2007).

호접란은 원산지 환경 및 생리생태적 특성이 독특하여 재배 

시 다른 분화류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환경조건이 필요하다

(Lopez 등, 2007). 호접란의 생산 단계는 영양생장(vegetative 

cultivation, 28~30°C), 화서 유도(spike induction, 17~25°C)’, 

그리고 개화 및 상품화(finishing, 17~26°C)의 총 3단계로 나

뉘며 각 단계별로 적정 온도에 차이가 있다(Blanchard 등, 

2007). 영양생장 단계에는 적정 수준의 고온을 유지하여 개화

를 억제하면서 엽수를 늘리는 등 영양생장을 지속시키며, 화

서유도 단계에는 낮의 기온을 낮춰 생식생장을 유도한다. 

대만은 현재 호접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APHIS, 2003). 대만에서 미국까지 선

적 수송 기간은 약 3~4주이며, 수송 전과 수송 중 처리가 적절

하다면 손실률이 5% 미만으로 감소한다(Blanchard 등, 2007). 

따라서 수송 중에 개화 유도가 가능한 저온 조건(17~25°C)으

로 이동되며, 수송 후 온도를 26°C 이하로 유지한다면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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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volumetric water content (VWC) after the final 

irrigation in sphagnum moss as potting media filling in a plastic 

pot.

개화시기와 품질을 유지해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Blanc-

hard 등, 2007). 

미국 현지 시장에서 호접란은 대부분 분화류의 형태로 판매

가 되고 있으므로 배지에 식재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송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APHIS, 2003). 그러나 대만은 2005년 5월 

전,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전까지 미국의 식물 검역

법에 의해 배지가 제거된 상태로 수출이 진행되어 왔다. 배지

를 제거한 후(bare-root) 수송을 할 경우, 병해충의 유입은 방

지되지만 배지에 식재된 상태로 수송된 것에 비해 건조 스트

레스의 영향을 받아 상품가치가 감소하였다(Hou 등, 2010). 

또한 배지가 제거되어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건조에 

의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 지상부 생장이 억제되고 뿌리의 

과도한 신장을 유도한다(Min과 Oh, 2020). 대만의 경우 2003

년부터 병해충 발생률이 적은 수태(스파그넘 모스, sphagnum 

moss) 등 미국 농무성에서 승인한 배지에 식재하고 승인된 온

실에서 재배할 경우 배지에 식재한 상태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이 가능해졌다(APHIS, 2003).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미국과의 식물검역법 관련 조항이 

갱신됨에 따라 배지에 식재한 상태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한

국산 호접란의 수출용 포장 전 생육 상태는 경쟁 상대인 대만

산 호접란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미국 현지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한국의 온실로

부터 미국 현지의 온실까지 트럭과 선박으로 수송될 경우 종

이 상자로 포장된 채 수출용 컨테이너 속에서 4~5주간 무관수 

및 암흑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현지에 도착했을 때, 

낙엽이나 부패로 인해 식물체의 이후 생육이 순조롭지 못하거

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

기간 암흑 수송에 따른 손실이나 수송 이후 현지 재배 시 나타

나는 생육 지연과 품질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장(수송) 전 

작물 관리, 특히 관수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RAD, 2018, 

2019). 포장 시 배지에 수분이 많으면 과습에 의한 피해가 생

기고, 수분이 너무 적으면 건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적

절히 경화(hardening)를 시킬 필요가 있다(RDA, 2019).

이 연구에서는 분화용 호접란(Palaenopsis)으로서 미국에

서 선호도가 높은 Sogo Yukidian ‘V3’ 품종을 대상으로 포장 

전 최종 관수 시기가 모의 암흑 수송(simulated darkness 

shipping) 후 생장 및 개화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미

국 수출용 호접란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환경 조건

실험 재료로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동천난원(37°58' 

05.5"N, 127°03'42.7"E)의 미국 수출용 온실에서 조직배양

묘를 8개월간 재배한 호접란(Palaenopsis Sogo Yukidian 

‘V3’)의 중간묘를 사용하였다. 식물체는 지름 11cm의 비닐

분에 배지와 함께 식재된 상태로 구입하였으며, 실험 1과 2에 

사용된 식물체의 배지는 각각 수태:바크(1:1, v/v) 혼합배지와 

수태(100%) 단일배지로 조성되었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 

동천난원에서 가져온 식물체를 영남대학교 유리온실(35°49' 

35.8"N, 128°45'21.7"E)로 옮겨 2주간 재배하고, 재배기간 

중 모의수송을 위한 관수 중단을 실시하였다.

모의 수송 환경 조건은 미국 수출용 컨테이너의 환경과 유사

한 온도 20 ± 1°C, 상대습도 70 ± 3%, 암조건의 컨테이너(자

체 제작)였으며, 수출 시 컨테이너 안에 식물체가 들어있는 평

균 기간인 4주간 저장하였다. 모의 수송 이후 재배 환경은 미

국 현지 온실환경과 유사한 온도 23 ± 3°C, 상대습도 70 ± 5%

로, 유리온실 내부에 환경이 제어되는 소형 플라스틱하우스

에서 개화 시까지 식물체를 관리하였다.

2. 모의 암흑수송을 위한 포장 전 최종 관수 시기

모의 암흑수송을 위한 포장 전 최종 관수시기(final irrigation 

timing before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FIT)

는 유리온실에서 2주간 재배 시 최종 관수를 중단한 시점부터 

모의 수송을 위한 포장 직전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실험 1과 

실험 2의 관수 중단 시기는 수출용 포장 당일을 기준으로 각각 

3.5, 7, 10일 전(FIT 3.5, 7, 10)과 4, 6, 8, 10일 전(FIT 4, 6,8, 

10)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처리별로 15개체씩 3반복하였다. 

영남대학교 유리온실에서의 관수 중단 후 배지의 용적수분

함수량(volumetric water content, VWC)을 토양수분센서

(TEROS12, METER, São José dos Campos, Brazil) 및 데이

터로거(ZSC,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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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according to time in flower stalk (spike) length of 

Phalaenopsis Sogo Yukidian ‘V3’ grown in sphagnum moss and 

bark (1:1, v/v) as potting media and forced in a greenhouse (23 ± 

3°C, 70 ± 5% RH) after simulated shipping (20 ± 1°C, 70 ± 3% RH, 

darkness) for 4 weeks as influenced by the final irrigation timing 

(3.5, 7, and 10 days) before simulated dark shipping.

Table 1. Effect of final irrigation timing before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on post-shipping survival rate and flowering of Phalaenopsis

Sogo Yukidian ‘V3’ grown in sphagnum moss and bark (1:1, v/v) as potting media.

Final irrigation timing
z
 

(days)

Survival (%)
Days to flowering

x
No. of flowers

w

10 weeks 26 weeks

FIT 3.5 76.6 b
y

73.3 b 166 a 3.8 a

FIT 7 83.3 a 83.3 a 169 a 3.0 a

FIT 10 86.6 a 80.0 a 172 a 3.6 a

Significance * * NS NS
z
Days from final irrigation timing (FIT) to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y
Means within colum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x
Day from forcing to first flowering.

w
Number of flowers at the end of forcing for 26 weeks.

NS,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respectively.

서 진행된 선행 연구 결과(Lee, 2018)에 따르면 영양생장 중

인 중간묘의 배지의 VWC가 4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경우 

배지 내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지상부의 건물중, 뿌리의 생체

중 등이 감소하였다. 최종 관수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 추이

를 보면, FIT 7의 배지의 VWC는 33.7%는데(Fig. 1), 이는 농

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시한 수출용 호접란 분

화의 배지 내 적정 VWC인 30.7%과 유사하였다(RDA, 

2019).

3. 호접란의 생장 특성 조사 및 통계처리

실험 1에서는 모의 수송 후, 각 처리별 호접란의 생존율, 개

화소요일수, 개화수, 꽃대 신장률을 조사하였다. 생존율은 호

접란의 잎이 모두 탈리되어 고사한 상태로 판단되는 개체와 

잎이 3개 이상 부패 또는 탈리되어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개

체의 수를 처리별 총 개체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실험 2에서

는 모의 수송 전과 후의 각 처리별 생체중, 엽수, 부패엽 발생

률, 부패엽 발생 개체수의 비율, 꽃대 생장 속도, 화아 및 개화 

일수, 최종 꽃대 길이를 조사하였다. 부패엽은 잎의 황화(엽면

적의 20% 이상), 기저부 황화로 인한 요인을 기준으로 조사하

였으며, 부패엽 발생 개체수의 비율은 전체 개체수에 대한 부

패엽이 발생한 개체수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실험 결과는 

SPSS 프로그램(SPSS Statistics ver. 23, IBM, Amonk, NY, 

USA), Dun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을 이용하여 처리 간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태+바크 혼합 배지(실험 1)

모의 수송 전 최종 관수시기(FIT)에 따라 호접란 ‘V3’의 생

존율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개화소요일수, 개화수, 꽃대의 신

장 속도에는 처리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Fig. 2). 입실 10

주 및 26주 후 FIT 3.5의 생존율은 각각 76.6%, 73.3%로 FIT 

7의 83.3% 및 83.3%, 그리고 FIT 10의 86.6% 및 80.0%와 비

교하였을 때, 포장 전 무관수 기간이 짧았던, 즉 상대적으로 배

지의 수분함량이 높았던 FIT 3 처리구의 상품화율이 다른 두 

처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1). 개화소요일

수와 개화수에서는 관수 중단 기간별 차이가 없었으며, 꽃대 

신장 속도 또한 모든 처리구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관수 중단 시기가 3.5일로 짧았을 때, 상대적으로 배지의 평

균 용적수분함량(VWC)이 높아 수송 중 과습에 의해 부패엽

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패 개체가 증가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호접란의 꽃대 신장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특

히 낮의 온도가 꽃대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 2019). 실험 1의 모의 수송 환경 및 이후 온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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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final irrigation timing before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on post-shipping growth characteristic of Phalaenopsis Sogo 

Yukidian ‘V3’ grown in sphagnum moss as potting media.

Final irrigation 

timing
z
 (days)

Volumetric water 

content (%) before 

packaging

Before forcing 4 weeks after forcing At flowering

Fresh wt. (g) No. of leaves Fresh wt. (g) No. of leaves No. of leaves

FIT 4 40.2 a 424.6 a
y

5.96 a 335.7 a 5.41 a 5.23 a

FIT 6 31.5 b 427.9 a 6.37 a 334.8 a 5.85 a 6.04 a

FIT 8 28.8 bc 364.0 b 5.96 a 281.5 b 5.81 a 5.27 a

FIT 10 25.1 c 334.5 c 5.93 a 260.9 b 5.59 a 5.70 a

Significance ** ** NS * NS NS
z
Days from final irrigation timing (FIT) to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y
Means within colum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p < 0.01, respectively.

Table 3. Effect of final irrigation timing before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on post-shipping flowering of Phalaenopsis Sogo Yukidian 

‘V3’ grown in sphagnum moss as potting media.

Final irrigation timing
z
 

(days)

Days to flower stalk 

emergence

Days to 10 cm-long 

flower stalk

Day to visible bud 

(VB)

Days from VB to first 

flowering

Final flower stalk 

length (cm)

FIT 4 71 98 136 44 57.5

FIT 6 74 103 138 44 55.5

FIT 8 76 107 138 44 59.2

FIT 10 70 99 141 44 55.9

Significance NS NS NS NS NS
z
Days from final irrigation timing (FIT) to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NS
Nonsignificant at p < 0.05.

에서 모든 처리구의 식물체들이 같은 온도 조건에 놓였으므

로, FIT에 관계없이 꽃대 신장 속도는 유사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후 개화소요일수와 개화수에 미치는 영향도 꽃대 신

장 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다.

실험 1의 결과, FIT 3.5~10 처리의 수출용 상자 포장 직전에 

가졌던 배지 수분 범위는 4주간의 모의 암흑 수송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개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T가 부패율에는 영향을 주었고, 실험 1 종료 

시점에 미국 수출용 배지가 수태 단일 배지로 정해졌기 때문

이 좀더 관수주기(수분함량)의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실험 

2를 실시하였다.

2. 수태 단일 배지(실험 2)

수출을 위한 모의 수송 후 온실 입실 직전(수출용 상자에서 

식물체를 꺼낸 후 온실로 옮기기 직전)과 입실(forcing) 후 4

주차의 생체중과 엽수를 비교한 결과, FIT 4와 FIT 6에서는 

입실 직전 생체중이 FIT 8과 FIT 10보다 무거웠다(Table 2). 

반면 입실 직전 엽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입실 4주 후의 생

체중 역시 FIT 4와 FIT 6 처리구가 FIT 8과 FIT 10 처리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리고 4처리구 모두 입실 직전에 비

해 입실 4주 후 생체중이 감소하였다(Table 2).

호접란의 생체중 감소는 식물 체내의 탄수화물 함량의 감소

와 부패엽 발생 이후 낙엽으로 인한 엽수 감소가 원인인 것으

로 추정된다. 장기간 모의 수송이 진행됨에 따라 암조건에서 

식물체는 체내의 탄수화물을 소비함으로써 대사를 유지한다

(Chen 등, 2008). 탄수화물 함량은 모의 수송 10일차에서 급

감하고,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모의 수송 40일차의 

탄수화물 함량은 모의 수송 전과 비교했을 때, 약 800mg에서 

51% 감소하였다(Hou 등, 2011). 

호접란과 같은 CAM 식물은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

체 내의 ABA함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호접란의 황화엽 발생

에 영향을 미친다(Hou 등, 2010). 황화엽수의 증가는 본 실험

에서 부패엽 발생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부패엽은 일정시

간 이후 낙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IT 8와 FIT 

10 처리구에서 감소한 생체중(Table 2)은 탄수화물 함량의 감

소보다는 부패엽 발생에 의한 낙엽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팔레놉시스 분화의 모의수송 전 최종 관수 시기가 수송 후 생육에 미치는 영향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0권 제1호 2021년 69

Table 4. Effect of final irrigation timing before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on post-shipping rotting rate of Phalaenopsis Sogo Yukidian 

‘V3’ grown in sphagnum moss as potting media.

Final irrigation timing
z
 

(days)

Leaf rotting (%)
y

Plants with rotted leaves (%)
x

Before forcing At 12 weeks after forcing Before forcing At 12 weeks after forcing

FIT 4 11.8 b
w

13.7 b 9.5 b 12.5 b

FIT 6 7.6 a 8.2 a 5.1 a 7.3 a

FIT 8 6.2 a 13.4 b 4.7 a 10.6 ab

FIT 10 12.5 b 21.9 c 9.9 b 14.7 b

Significance * ** * *
z
Days from final irrigation timing (FIT) to packaging for simulated dark shipping.

y
(Total no. of rotted leaves/Total no. of leaves) × 100 (%)

x
(Number of plants with rotted leaves/Total number of plants per each treatment) × 100 (%).

w
Means within colum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 **
Significant at p < 0.05 or p < 0.01, respectively.

Fig. 3. Effect of final irrigation timing before simulated dark shipping on growth and development in Phalaenopsis Sogo Yukidian ‘V3’ grown in 

sphagnum moss as potting media at 12 (A) and 23 weeks after forcing in a greenhouse at 23°C. A yellow arrow points to a flower stalk. 

모의 수송 후 온실에 입실하기 직전과 입실 12주 후에 측정

한 부패엽 발생률은 FIT 6에서 각각 7.6, 8.2%로 가장 낮게 발

생하였으며, 수송 후 부패엽 발생이 가장 높은 처리 기간은 

FIT 10으로 21.9%의 발생률을 보였다(Table 4). 이는 관수 중

단 기간과 모의 수송 기간 중의 건조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한 

ABA 함량이(Hou 등, 2010) 지속적으로 부패엽 발생에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FIT 8에서 입실 직전의 부패엽 

발생 비율은 FIT 6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입실 후 12주차

에 측정한 결과 FIT 8에서 부패엽 발생률이 10% 이상으로 

FIT 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 수송 전 적정 

관수 중단 시기는 6~7일 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다. FIT 4에서

도 부패엽 발생률이 높았는데(Table 4), 이는 실험 1에서의 상

품화율이 가장 낮았던 FIT 3.5의 원인과 동일하게 배지 수분 

함수량의 과습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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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엽 발생 개체수의 비율은 실험 기간 중 지속적인 이상고

온 때문에 온실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모든 처리

기간에서 온실 입실 직전에 비해 입실 후 12주차에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처리기간 중에서도 FIT 6의 경우 부

패엽 발생 개체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Table 4).

모의 수송 이후 개화 특성과 관련된 생육조사에서는 관수 중

단 처리기간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Table 3, Fig. 3). 그러나 

2차 실험 기간 중 지속적인 이상 고온이 호접란의 잎에 광합성 

효율을 감소시켜 실험 1에 비해 개화시기가 늦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eubma 등, 2012).

본 실험의 결과, 호접란 ‘V3’에서 FIT 4의 생존율이 낮은 이

유는 다른 처리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지의 VWC가 높았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개화 특성은 주로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수 중단 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FIT 4와 FIT 6

에서 다른 두 처리구에 비해 생체중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이후 12주차에서 측정한 부패엽 발생률은 FIT 6에서 가장 낮

았고, FIT 10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FIT 8과 FIT 10에서 부

패엽 발생에 의한 낙엽으로 엽수가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부패엽 발생률은 FIT 6과 FIT 8에서 비슷했는

데, 이후 FIT 8의 값이 증가한 것으로 포장 전 적정 FIT는 7일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FIT는 온실의 환경조건, 관수방법 및 

관수 완료 시 수분함량, 배지 충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VWC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적정 VWC는 30% 

정도(Fig. 1)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호접란 분화 재배 농가에서는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화의 배지로 수태(sphagnum moss)를 주로 사용하며, 일부 

농가에서 배지 비용 절감을 위해 바크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

다. 배지의 VWC는 온실 환경과 배지의 종류 등 여러 조건들

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 전 적정 VWC를 좀더 객

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및 미국 현지 사정으로 컨테이너의 암흑 상태 속에 더 오

랜 기간 놓일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 상황이 개화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적  요

이 연구에서는 장기간 수송을 통한 수출 시 포장 전 최종 관

수 시기가 호접란의 생장, 개화, 그리고 분화의 상품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구명하였다. 지름 11cm의 플라스틱 화분의 수태 

기반의 배지에 식재하여 8개월간 재배한 호접란(Palaenopsis) 

Sogo Yukidian ‘V3’ 식물체를 모의 암흑 수송(SDS)을 위한 

포장 전 3.5, 7, 10일(실험 1)과 4, 6, 8, 10일(실험 2)에 최종 관

수를 실시하였다. SDS를 위해 식물체를 수출용 종이상자에 

포장한 후 온도 20 ± 1°C, 상대습도 70 ± 3%의 챔버에 두었고, 

4주 후 상자에서 꺼낸 식물체들은 온도 23 ± 3°C의 온실에서 

재배하면서 생육 및 상품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태와 바크의 

혼합배지를 사용한 실험 1에서, FIT 3.5의 생존율은 FIT 7과 

FIT 10에 비해 낮았으나, 개화소요일수, 개화수, 꽃대 신장률

에서는 처리 간 차이가 없었다. 수태 배지를 사용한 실험 2에

서는 모의 수송 후, 온실 입실 직전과 입실 후 재배 12주차에 측

정한 부패엽 발생률은 FIT 6에서 가장 낮았다. 온실 입실 직전 

FIT 8의 부패엽 발생률은 FIT 6와 비슷했지만 12주 후에는 상

당히 증가하였다. FIT 10에서 부패엽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

며, FIT 4에서도 높았다. 개화 특성에서는 처리 간 차이가 적

었다. 결론적으로, 호접란 분화의 4주간 암흑 수송을 통한 수

출 시 포장 전 최종 관수 시기가 수출 후 생장 및 개화보다는 부

패엽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포장 직전 배지의 용적수분함

량을 3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추가주제어 : 분화용 배지, 수출, 용적수분함량, 호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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