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00377-001101-01

연구자료
제786호

주요 약초·약용류 기내배양 연구 현황
Research Status of Commonly Used Medicinal Herbs
and Trees
안찬훈·송정호·권도연

Contents

목

차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약초류 기내배양 연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감초 ···················································································································· 7
2. 독활 ···················································································································· 9
3. 마 ························································································································11
4. 삼지구엽초 ·········································································································13
5. 시호 ····················································································································15
6. 약모밀 ················································································································18
7. 작약 ····················································································································20
8. 참당귀 ················································································································23
9. 천궁 ····················································································································25
10. 천마 ····················································································································27

Contents

목

차

Ⅲ. 약용류 기내배양 연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1. 구기자나무 ·········································································································31
2. 꾸지뽕나무 ·········································································································35
3. 두충 ····················································································································37
4. 마가목 ················································································································39
5. 목단

··················································································································40

6. 산겨릅나무 ·········································································································43
7. 산수유 ················································································································44
8. 오갈피나무 ·········································································································46
9. 오미자 ················································································································49
10. 옻나무 ················································································································52
11. 음나무 ················································································································53
12. 참죽나무 ············································································································57
13. 초피나무 ············································································································59
14. 헛개나무 ············································································································62
15. 화살나무 ············································································································66
16. 황칠나무 ············································································································68

Abbrevation ·······································································································70

Ⅰ.

개

요

I. 개요

전 세계적으로 생명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였으며,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원천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여 유용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은 국가생명산업의
중요한 원천으로 식물, 곤충과 미생물 등이 약 92%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산림약용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천연물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용식물의 수입의존율은 69%로 국내에 자생하는 산림약용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확보와 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채ㆍ산약초류의
신품종 보급율은 10% 수준으로 낮고 기원이 불명확한 종자가 유통되는 등 한약재 및
식ㆍ의약소재 생산이 요구됩니다.
산림약용자원의 품질향상을 위한 첫 단계로 종자와 종묘의 품질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용식물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의 문제점 중 하나로는 영양번식종이
실생번식종에 비하여 많아 증식율이 낮으며 신품종 육묘 및 종근의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영양체(뇌두 등)를 번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천궁 등은 한번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균에 감염되면 활력 저하, 강건성 등 형질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종묘의
생산과 보급이 중요합니다.
식물기내배양 기술은 번식이 어려운 종의 대량증식을 위하여 다양한 종의 식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체의 경우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감귤류, 감자, 포도류 등의 작물에서 생장점 배양을 통한 무병묘 생산 연구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양체 증식 기술 개발을 위한 기내배양, 클론증식, 바이러스 검증
등의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측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산림약용자원의
기내증식 기술 연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저에서는 임업인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에 포함된 약초류와 약용류에 대한
기내배양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산림약용자원의 건전묘와 우량묘 생산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묘 생산을 통한 소재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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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관련)

종 류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품

목 명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약용류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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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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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

번식특성
채취된 종자를 물에 담가둔 후 파종하는 실생번식과 뿌리에 포함된 눈을 분주하
여 번식하는 영양번식이 모두 이용된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감초의 종자를 24시간동안 침지시킨 후 70% 에탄올에 30초간 소독 후 4℃에서
72시간 종피 파상을 시킨다. 표면소독은 2% NaOCl에 Tween 20을 떨어뜨려 5
분간 소독 후 멸균수로 세척한다. 표면소독된 종자는 1/2 MS 배지에서 치상하면,
55.8%에서 최대 100%까지 발아된다(Oyunbileg et al., 2005).

❍ 뿌리 절편체로부터 재분화
유식물체의 경우 1/2 MS에 NAA 0.1 mg l-1를 추가한 배지에서 뿌리가 많이
발달되었다. 2주 후 호르몬이 첨가되지 않은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재분화를 유도
한다(Kojoma et al., 2010).
정단부 절편체는 1/2 MS에서 생육이 용이하며(Oyunbileng et al., 2005), 포
복경을 0.01 μM (0.002 mg l-1) NAA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면 부정근이
유도되고 지상부가 발달되어 재분화된다(Kojoma et al., 2010).

❍ 체세포배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유럽감초(Glycyrrhiza glabra)의 유식물체의 하배축 절편체를 2 mg l-1 BA와
0.5 mg l-1 2,4-D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면 다른 부위에 비하여 캘러스가 많
이 발생된다. 유도된 캘러스는 0.5 mg l-1 BA, 0.5 mg l-1 kinetin와 0.1 mg l-1
IBA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면 체세포배로 발달된다. Malt extract 550 mg
l-1를 배지에 첨가하면 체세포배가 발달된다(Fu et al., 2010).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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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러스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기내배양을 통해 유도된 조직의 유효성분 triterpenoid saponins와 flavonoids,
glycyrrhizic aicd의 함량을 재배 식물과 비교하기 위하여, 하배축을 절편체를 2
mg l-1 2,4-D와 0.7 mg l-1 kinetin이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여 캘러스를 유
도하였다. 유도된 캘러스를 0.1 mg l-1 NAA가 포함된 MS 배지 치상하여 유도된
부정근으로부터 유효성분을 분석하였다(Wang et al., 2013).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 자(연도)

논 문

자엽, 뿌리

초대배양, 캘러스유도

Oyunbileg et al. (2005)

논 문

포복경

초대배양, 신초증식,
부정근유도

Kojoma et al. (2010)

논 문

(유럽감초) 하배축,
자엽, 유엽, 줄기

초대배양, 캘러스유도,
체세포배형성

Fu et al. (2010)

관련문헌
1. Fu C, Lei C, Gan L, Li M, Yang Y, Yu L. 2010. Optimization of
embryogenic-callus induction and embryogenesis of Glycyrrhiza

glabra. African Journal of Biotechnology 9(36): 5823-5829.
2. Kojoma M, Ohyama K, Seki H, Hiraoka Y, Asazu SN, Sawa S,
Sekizaki H, Yoshida S, Muranaka T. 2010. In vitro proliferation and
triterpenoid characteristics of licorice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Leguminosae) stolons. Plant Biotechnology. 27: 59-66.
3. Oyunbileg YU, Altanzul KH, Oyunsuren TS, Bayarkhagva D. 2005.
Tissue

culture

and

micropropagation

of

Mongolian

licorice

(Glycyrrhiza uralensis Fisch.). Mongolian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3(1): 21-24.
4. Wang J, Gao W, Zhang L, Huang L. 2013. Establishment and quality
assessment of tissue cultures in Glycyrrhiza uralensis Fisch.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169: 5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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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활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번식특성
종자에 의한 실생번식과 묘두 및 꺾꽂이 등의 영양번식이 가능하다. 종자번식의
경우 발아율이 매우 낮고 입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번식용 묘두는 조기월
동이나 저장면적이 필요하고 식물체당 10개 이하로 증식률이 저조하다. 실제 농
가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묘두에 의한 번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미숙화기를 70% 에탄올로 1분, 1% NaOCl에 10분간 표면소독 후 세척하여 절
편체로 사용한다(Lee et al., 1998). 어린 잎과 줄기는 70% 에탄올과 10% NaOCl
로 표면소독하고 멸균수로 세척한다(Sakamoto et al., 1994).

❍ 배발생캘러스(체세포배)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미숙화기 절편으로부터 배발생캘러스와 체세포배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배지로
는 1.5 mg l-1 2,4-D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면 8주 후에 형성된다. 유도된 캘러
스는 2,4-D 가 포함되지 않은 MS 액체 배지에서 2주간 치상하면 구형의 체세포
배에서 자엽이 만들어진다. 배형성 세포에 ABA를 처리하게 되면 정상적인 체세포
배가 발생한다. 어뢰형과 자엽 배에 0.2 mg l-1 ABA 처리하면 이차배 형성이 일
어난다(Lee et al., 1998).

❍ 캘러스 유도
어린 잎과 줄기로부터 절편체를 조제하여 1 mg l-1 2,4-D, 0.1 mg l-1 kinetin
과 2% 자당이 포함된 MS 배지에서 3∼4주간 현탁배양하면 어두운 갈색의 부드
러운 캘러스를 얻을 수 있다(Sakamoto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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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미성숙 화기

캘러스유도, 체세포배발생

Lee et al. (1998)

논 문

잎, 줄기

캘러스유도

Sakamoto et al. (1994)

관련문헌
1. Lee KS, Lee JC, Soh WY. 1998. Effects of ABA on Secondary
embryogenesis from somatic embryos induced from inflorescence
culture of Aralia cordata Thunb. Journal of Plant Biology. 41(3):
187-192.
2. Sakamoto K, Iida K, Sawamura K, Hajiro K, Asada Y, Yoshikawa T,
Furuya T. 1994. Anthocyanin production in cultured cells of Aralia

cordata Thunb.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3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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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

Dioscorea batatas Decne

번식특성
종자번식과 씨마와 잉여자(마콩)를 통하여 증식하는 영양번식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종자는 발아가 쉽지 않으며, 타식성 식물로 순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이용
되지 않는다. 영양번식 중 씨마를 이용하는 방법은 눈이 붙어 있는 덩이뿌리의 윗
부분인 노두를 잘라서 이용한다. 혹은 마의 잎겨드랑이에 달리는 눈(잉여자)을 덩
굴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9월에 채취하여 저장 후 이용한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잉여자로부터 발생된 신초를 채취하여 3 cm 정도로 절단하고 수돗물에 세척한
다. 그 후 70% 에탄올로 20초간 소독하고 멸균수로 3회 세척 후 1% NaOCl로
15분간 표면소독 후 세척하였다. 신초는 0.5 mg l-1 BA가 첨가된 MS 배지에 치
상한다(Kim et al., 2012). 잎 절편으로부터 캘러스를 유도하기 위해 채취된 시
료는 60% 에탄올에 5분과 0.1% 염화수은에 10분간 표면소독을 하여 세척하여 사
용한다(Maheswari et al., 2012).

❍ 경정배양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
표면소독된 신초는 2 mg l-1 BA, 0.5 mg l-1 IAA 5% 자당이 포함된 MS 배지에
서 신초발생이 용이하다(Kim et al., 2012). 경정부위를 1.1 μM (0.21 mg l-1)
NAA, 0.91 μM (0.2 mg l-1) zeatin이 포함된 1/5 MS 배지에 치상하면 소괴경이
형성된다. 그 소괴경을 3달 정도 낮은온도 (5℃)에 보관했다가 온실에서 1년을 키우
면 괴경으로부터 가지가 형성된다. 가지의 끝에 생긴 미성숙 잎을 6~30mm로 잘라
70% 에탄올로 소독 후, 1% NaOCl로 15분 표면소독하였다. 세척한 잎 절편을 8.9
μM BA가 첨가된 MS 배지에 치상하면 2~3달 후 겹눈이 형성된다. 그 겹눈을
0.11 μM NAA와 8.9 μM BA와 6% 자당이 첨가된 MS 배지로 옮기면 신초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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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시작하면서 재분화 되며 대략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소괴경이 형성된다
(Kohmura et al., 1995).

❍ 캘러스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표면소독된 잎 절편은 0.5 mg l-1 IBA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여 캘러스를
유도한다. 유도된 캘러스는 2 mg l-1 NAA와 2.5 mg l-1 kinetin이 첨가된 배지에
계대배양하면 다신초와 뿌리가 유도되어 식물체로 재분화된다(Maheswari et al.,
2012).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잉여자

신초유도

Kim et al. (2012)

논 문

경정

경정배양

Kohmura et al. (1995)

논 문

잎

캘러스유도, 다신초유도, 뿌리유도

Maheswari et al. (2012)

관련문헌
1. Kim YH, Lim ST, Han BH. 2012. In vitro Micropropagation of
Chinese yam (Dioscorea opposita Thunb.) through the culture of
micro-tuber sections and by addition of liquid medium.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20(3): 190-194.
2. Kohmura H, Araki H, Imoto M. 1995. Micropropagation of ‘Yamatoimo’ Chinese yam (Dioscorea opposita) from immature leave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40: 271-276.
3. Maheswari RU, Prabha AL, Nandagopalan V, Anburaja V. 2012. In

vitro rhizome production from nodal explants and callus formation
of themedicinal plant Dioscorea oppositifolia L. Journal of Pharmacy
and Biological Sciences.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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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번식특성
성숙한 종자는 성숙한 후 열개하며 잎에 가려서 종자가 잘 보이지 않아 실생번
식은 어려운 편이다. 주로 가을에 근경을 잘라 분주나 근삽을 통해 영양번식을 한
다. 영양번식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지에서 삼지구엽초를 근경절편묘 다량번식용
상토, 발근, 재식기와 근경절편 길이 등의 번식시험이 시도되었으나, 대량번식이
어려운 실정으로 종묘대량생산을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기내배양현황
영양번식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근경으로부터 기내 식물체를 확보하여 발달된
정단과 액아를 절편체로 다신초와 발근을 유도하여 식물체로 재분화 할 수 있다.
또한 미숙화기를 절편체로 하여 캘러스와 부정아 유도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 초대배양
수확한 근경을 200배의 벤레이트-T액에 소독하여 4℃에서 60일간 저온처리한
후 근경의 정단과 액아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흐르는 물에 수 회 세척 후
3 cm 가량의 크기로 절단하여 표면살균하였다. 표면살균은 70% 에탄올에 30초와
0.5% NaOCl에 30분간 1차 살균 후 0.3% NaOCl에서 30분간 2차로 살균하는 것
이 고사율을 낮추는데 용이하다(Han et al., 2000). 잎과 줄기를 절편체로 이용하
는 경우 2% NaOCl 용액에 20~40분간 표면소독 하기도 한다(Yu et al., 2002).

❍ 캘러스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소독된 시료 정단과 액아로부터 유도된 캘러스는 0.2 mg l-1 BA와 2 mg l-1
NAA가 포함된 1/2 MS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캘러스가 증식되었다.
1/2 UM이나 1/2 SH 배지에서 식물체로 각각 8%와 3%가 재분화되었다(Ha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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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구에서는 잎과 줄기 절편을 2 mg l-1 2,4-D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
하여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잎 절편체에서 효과적으로 캘러스를 유도하기 위하여
BA를 혼용처리 하며, 최적의 조합으로는 0.1 mg l-1 BA와 2 mg l-1 2,4-D가 포
함된 MS 배지로 보고되었다. 잎 절편에서 유도된 캘러스는 0.1 mg l-1 NAA 와
1 mg l-1 kinetin가 포함된 MS 배지에 계대배양하여 다신초가 발달되었다(Yu et
al., 2002).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근경의 정아, 액아, 잎

초대배양, 캘러스 유도

Han et al. (2000)

논 문

잎, 줄기

캘러스 유도, 다신초유도

Yu et al. (2002)

관련문헌
1. Han YH, Choi BR, Soh HS, Lee SJ, Choi YJ, Kim SY. 2000. In vitro
plant regeneration for mass propagation of Epimedium koreanum
Nakai. 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18(6): 836-838.
2. Yu CY, Kim NY, Kang WH, Kim MJ, Heo K, Choi WC, Lee HY. 2002.

In vitro callus formation and plant regeneration of Epimedium
koreanum Nakai.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10(4):
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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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호

Bupleurum falcatum L.

번식특성
일반적으로 타가수정을 하며 종자에 의해 번식하지만 기후, 토질과 산지 등 환
경조건에 따라 염색체 수의 변이가 나타나고 동일 계통의 종자를 파종하더라도 지
역간의 형태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균일한 품질의 종묘생산을 위한 무성번식
전략이 요구된다.

기내배양현황
엽과 화기 절편체로부터 체세포배를 유도하여 식물체로 재분화하였다. 시호는
참시호(B. scorzoneraefolium)와 삼도시호(B. falcatum) 두 종을 재료로 연구되
었으며,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한 B. falcatum을 재료로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초대배양
발달초기의 엽과 화뢰를 70% 에탄올에 1분과 5% NaOCl에 5분간 표면소독하
여 절편체로 사용하였다(Park et al., 1994)

❍ 캘러스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위에 제시된 시호 2종의 성숙엽(개화기)으로부터 캘러스 유도율은 종간에 차이
가 현저하여, 삼도시호와 참시호가 각각 16.7%와 44.8%로 28%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참시호는 2 mg l-1 2,4-D와 1 mg l-1 TDZ, 삼도시호는 2 mg l-1
2,4-D, 0.5 mg l-1 BA가 첨가된 배지에서 캘러스 형성이 이루어져 종간의 차이
를 나타내었다(Park et al., 1994). 초기의 화뢰와 유엽 절편체는 2 mg l-1
2,4-D와 0.5 mg l-1 TDZ가 첨가된 MS 배지에서 캘러스 형성율이 높았다. 유도
된 캘러스는 3 mg l-1 kinetin이 첨가된 배지에서 10배 가량 증식되었다(Park
et al., 1994).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엽과 화뢰 절편을 이용한 캘러스 유도에는 0.2∼2
mg l-1 2,4-D가 포함된 MS 배지에 옥신류를 추가하여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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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외에 하배축을 절편체로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2,4-D를 요
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체세포배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엽 절편체에서 유도된 캘러스로부터 발근된 뿌리의 현탁배양을 통해 직접 체세
포배를 발생시켜 재분화하였다. 0.5 mg l-1 2,4-D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여
캘러스를 유도하였으며, 유도된 캘러스는 1/4 MS 배지에서 구형∼자엽 상태로 발
달하였다(Park et al., 1993). 다른 연구에서는 엽 절편을 0.5 mg l-1 2,4-D가 포
함된 배지에서 직접체세포배를 유도하였다(Lee et al., 1988).

❍ 약배양을 통한 식물체 형성
화뢰 절편체는 1 mg l-1 2,4-D과 1 mg l-1 kinetin이 첨가된 B5 배지에서 캘
러스 형성율이 높으며, 0.5 mg l-1 NAA와 0.5 mg l-1 BA의 병용처리는 캘러스
유도에 용이하다. MS 배지를 이용할 경우 2 mg l-1 2,4-D 혹은 2 mg l-1
kinetin을 첨가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탄소원을 자당이 아닌 포도당을 3% 첨가
하였을 때 캘러스 유도가 용이하였다. 화뢰 절편체로부터 유도된 캘러스는 0.5
mg l-1 NAA, 0.1 mg l-1 BA 또는 0.1 mg l-1 IAA를 첨가한 B5 배지에서 식물체
로 재분화되었다(Park et al., 1995). 또한 잎 절편을 표면소독 후 0.5 mg l-1
BA, 1 mg l-1 2,4-D와 3% 자당이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면 6주 후에 캘러스
가 유도된 결과도 보고되었다(Lee et al., 1988).

❍ 유용물질 생산
유식물체의 배축과 엽 등의 절편체로부터 캘러스와 부정근을 유도하여 saikosaponin과 L-phenylalanine의 생산을 위한 최적 조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Kim et al., 1998, Seong 1996a, b, Seong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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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절편체

논 문

유 엽

캘러스유도, 체세포배발생,
뿌리 발생

Park et al. (1993, 1994)
Lee et al. (1988)

논 문

화 뢰

약배양

Park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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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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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1. Katakura M, Kimura T, Yashiwara, Endo I, Hirowawa. 1997. Production of saikosaponins by tissue culture of Bupleurum falcatum L.
1991. Bioprocess Engineering. 7: 97-100.
2. Kim EK, Lee MK, Bang JW. 1998. Saikosaponin contents in
somaclones derived from different aged calli of Bupleurum falcatum
L.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6(4): 323-327.
3. Lee SY, Kim TS, Kim HS, Lee YT. 1988. Somatic embryogenesis of

Bupleurum falcatum L. Korean Journal of Breeding Science. 20(3):
191-198.
4. Park CH, Yu CY, Kim DW, Seo JS, Ahn SD, Chang BH. 1993. Direct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 regeneration from root suspension
culture of Bupleurum falcatum L. Korean Journal of Breeding
Science. 26(1): 41-45.
5. Park CH, Yu CY, Kim DW, Cho HK, Park KS, Seo JS, Ahn SD, Chang
BH. 1994. Plant regeneration of Bupleurum spp. through somatic
tissue culture.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2(1): 60-66.
6. Park CH, Seong NS, Lee ST, Chung HG, Park ES. 1995. Callus
formation and plantlet regeneration for anther culture in Bupleurum

falcatum L. Korean Journal of Breeding Science. 27(4): 387-393.
7. Seong RS. 1996a. Effects of Gelling agents on the Saikosaponin
content of Bupleurum falcatum callus.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 27(4): 359-365.
8. Seong RS. 1996b. Effects of L-Phenylalanine on the Saikosaponin
content of Bupleurum falcatum callus.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sy. 27(4): 354-358.
9. Seong RS, Cho DY, Soh WY. 1997.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the adventitious root formation from Bupleurum falcatum callus.
Korean Journal of Meicinal Crop Science. 5(1):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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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모밀

Houttuynia cordata Thunb.

번식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안면도 그리고 일부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며 생선비린
내와 같은 독특한 냄새를 내서 어성초라고 부른다. 주로 가을에 땅속줄기를 잘라
서 번식하는 영양번식을 이용한다.

기내배양현황
땅속줄기를 잘라 번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내번식에 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디와 약을 절편체로 하여 배발생캘러스와 체세포배
발달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 방법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 초대배양
포장에서 생육중인 식물체로부터 마디와 약을 채취하여 70% 에탄올에서 30초
와 2% NaOCl에서 20분간 표면소독 후 세척하여 기내배양을 위한 시료로 이용한
다(Choo et al., 1996).

❍ 캘러스 유도
절편체의 부위에 따라 캘러스 형성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절
간부위는 0.5~3 mg l-1 2,4-D와 0.5~1 mg l-1 kinetin이 포함된 MS 배지에서
캘러스가 발생된다. 절간과 약으로부터 캘러스를 유도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으로
는 1 mg l-1 2,4-D와 0.5 mg l-1 kinetin이 포함된 조합이며, 약이 절간 절편체
에 비하여 캘러스 유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oo et al., 1996).

❍ 체세포배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배지별로는 B5 배지에서 캘러스가 가장 많이 형성되지만 대부분 체세포배로 발
달되지 못하며, 1/2 MS 에서 배발생캘러스가 88%로 가장 많이 형성된다.
절간 절편체로부터 유도된 배발생캘러스는 2,4-D와 kinetin이 각각 1 mg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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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1/2 MS 배지에서 97%까지 신초가 발달되어 식물체로 재분화된다. 엽 절
편체로부터는 캘러스를 신초로 발달하기 위하여는 0.2 mg l-1 NAA와 1 mg l-1
BA가 포함된 1/2 MS 배지에 치상하면 30% 가량이 재분화된다.
구 분

절편체

논 문

절간, 약, 잎

재분화 방법
캘러스유도,
신초유도, 발근유도

저자 (연도)
Choo et al. (1996)

관련문헌
1. Choo BG, Ryu JH, Doo HS, Kwon TH. 1996. Plant regeneration by
the stem culture in Houttuynia cordata Thunberg.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4(2): 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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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약

Paeonia lactiflora Pall.

번식특성
영양번식과 실생번식이 모두 가능하다. 자연상태에서 종자발아에 소요되는 기
간은 5~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4~6년을 주기로
근경의 분주를 통해 증식하며, 노지 상태에서 월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
양 번식법은 특정한 병에 감염된 모주를 사용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번식력 또한 높지 않다. 종자로 번식할 경우 육묘에 기간이 소요되며,
영양번식은 감염모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번식방법에 대안이 요구된다.

기내배양현황
부위별로 채취된 절편체를 사용하여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캘러스 중 비
배발생캘러스는 싸이토키닌류 처리를 통해 부정아를 유도하였으며, 배발생캘러스
는 발아와 기내생장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식물체로 재분화되었다.

❍ 초대배양
뿌리, 줄기, 엽병와 엽을 70% 에탄올에서 30초간 소독 후 멸균수로 세척하고
10% NaOCl에 10분간 (뿌리의 경우 20분) 표면소독한다(Sohn et al., 1994). 근
경에서 눈은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75% 에탄올로 30초와 0.1% 염화수은으로 10
분간 표면소독하여 기내배양체를 유도하였다(Sheng et al., 2015).

❍ 액아배양
근경에서 채취한 눈은 세척한 시료를 880 mg l-1 Ca2+, 1 mg l-1 BA, 0.5 mg
l-1, GA3와 0.1 mg l-1 IAA가 첨가된 1/2 MS 배지에 치상하였다. 이 후 2 mg l-1
BA가 포함한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신초를 유도하였다(Wu et al., 2011).

❍ 캘러스 유도
줄기, 엽병, 뿌리 절편체를 2 mg l-1 BA, 0.2 mg l-1 NAA, 0.2 mg l-1 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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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 자당이 포함된 WPM 배지에서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특히 엽 절편에서 유
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뿌리로 조사되었다. 유도된 캘러스는 0.5 mg l-1
BA, 1 mg l-1 NAA, 0.1 mg l-1 TDZ과 3% 자당이 포함된 WPM 배지에서 증식
이 용이하였다(Sohn et al., 1994).

❍ 체세포배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기내 식물체의 유묘의 자엽, 하배축, 뿌리조직은 2,4-D 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농
도에서 캘러스가 발생하지만 체세포배는 발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2,4-D를 첨가하
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된 자엽에서 27.2%가 체세포배로 발달하였으다. 또한 접합
자배 배양으로 얻은 자엽을 1.65 g l-1 NH4NO3가 포함된 배지에서 체세포배 발생
률이 80%로 높게 나타났으며, 30~40 g l-1 sucrose나 40 g l-1 fructose가 첨가된
배지에서도 체세포배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Shin et al., 1997).

❍ 약배양을 통한 배 유도
배 유도에 관한 연구는 약이나 화분배양에서 반수체의 획득을 통한 육종연한의
단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단조직배양에서 GA3와 BA를 혼용한 배지에서 이
론적으로 1년에 한 개체당 300~700배의 증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Kwon et al., 2002). 화뢰로부터 약을 절취하여 1핵성 소포자를 갖는 화뢰를 절
취하여 증류수가 든 비커에 꽂아 밀봉한 후 5℃에서 10일간 암상태에서 저온처리
를 후, 약을 절취하기전에 70% 에탄올로 표면을 소독한다(Sohn et al., 1994)
약과 소포자로부터 배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2 mg l-1 PAA, 4% 자당, 0.2%
gelrite가 포함된 MS 배지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PAA 농도가 5 mg l-1 이상으
로 높아지면 배형성률을 억제하고 캘러스 형성률이 증가한다(Kwon et al., 2002).
구 분
논 문

절 편 체
근경의 눈
화뢰, 자엽, 하배축,
뿌리

재분화 방법
아배양
약배양, 캘러스배양,
체세포배발생

논 문

화뢰

약배양

논 문
논 문

화뢰
캘러스배양
잎, 엽병, 줄기, 뿌리 캘러스배양

논 문

저 자 (연도)
Wu et al. (2011)
Shin et al. (1997)
Kwon et al. (2002)
Sohn et al. (1994)
Park et al. (2010)
Sheng H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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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1. Kwon YS, Shin YA, Sohn JK. 2002. Effect of phenylacetic acid (PAA)
on enbryo formation in anther and microspore culture of Paeonia

lactiflora. Korean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29(3): 193-198.
2. Park JH, Choi SY, Park SD, Kim TH, Park M, Kim JE. 2010. Effects
of continuously cropped soil extracts on cell viability and seedling
growth of peony (Paeonia lactiflora). Korean Journal of Enviromental
agriculture. 29(1): 7-11.
3. Shin JH, Sohn JK, Kim KM, Park SD, Kim KW. 1997. Plant Regeneration through somatic embryogenesis from cotyledon of herbaceous
Peony (Paeonia lactiflora Pall.). Korean Journal of Plant Tissue
Culture. 24(5): 291-294.
4. Sohn JK, Kim KM, Kwon YS. 1994. Callus and embryo formation
from

microspore

culture

of

Peony

(Paeonia

lactilora

Pall.).

Agriculture Research Bulletin Kyungpook Natkonal University. 12:
51-55.
5. Wu H, Yu H, Jaime A Teixeira da Silva, Lu G. 2011. Direct shoot
induction of Paeonia lactiflora ‘Zhong Sheng Fen’ and rejuvenation
of

hyperhydric

shoots.

NewZealand

Horticultureal Science. 39(4): 27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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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당귀

Angelica gigas Nakai

번식특성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직파 혹은 육묘하는 방식으로 실생번식을 한다. 재배시
꽃대가 발생되어 개화하는 추대는 뿌리를 목질화시키므로 대개 종자 채종을 위하
여는 채종포를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한다.

기내배양현황
기내 식물체를 확보하여 절편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자 소독방법이 보고되었
으며, 캘러스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방법이 보고되었다.

❍ 초대배양
기내배양체 확보를 위한 기내 종자 발아시 표면 메탄올 가열법(종자를 메탄올에
침지 후 불을 붙여 소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때 오염율을 19~43%까지 낮출
수 있었다. 4% NaOCl이 담긴 튜브에 종자를 30분간 침지시킨 후 초음파 처리와
메탄올 가열법으로 표면을 살균하면 발아율이 60%까지 나타난다. 이 때 종자는
0.1 mg l-1 GA3가 포함된 1/2 MS 배지에 치상한다(Lee et al., 2012).

❍ 캘러스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줄기, 뿌리, 자엽과 하배축 절편체로부터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절편체에 따라
최적 배지의 조합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줄기 절편체는 1 mg l-1 NAA와 0.5 mg
l-1 BA를 혼용한 MS 배지에서 캘러스가 100% 유도되었다. 하지만 2,4-D를 처리
하여 유도한 캘러스로부터 기관분화시 모든 처리구에서 뿌리가 유도되지 않았다
(Lee et al., 2012).
뿌리의 경우 1mg l-1 2,4-D 0.01 mg l-1 TDZ 혼용, 1 mg l-1 NAA와 0.5 mg
l-1 BA의 혼용에서 모두 캘러스가 유도되었으며, 1 mg l-1 NAA 처리한 배지에서
신초유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0.1 mg l-1 NAA를 처리한 배지에서 최대 100%
까지 발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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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엽 NAA 1 mg l-1 와 BA 0.5 mg l-1 처리한 MS 배지에서 캘러스 유도가 잘
일어나고 발근율도 높다. 하지만 다른 조직보다 캘러스 유도율과 발근율이 저조하
였다.
하배축에서는 모든 처리에서 캘러스 유도율이 83∼100%로 높게 나타나며 NAA
1 mg l-1와 BA 0.5 mg l-1를 혼용한 MS 배지에서 신초유도율이 85%로 나타났으
며, NAA 0.1 mg l-1 또는 0.5 mg l-1 처리한 배지에서 발근율이 높게 나타난다
(92%).
또한 줄기는 1 mg l-1 2,4-D를, 하배축은 0.1 mg l-1 NAA가 첨가된 배지에서
각각 체세포배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달된 체세포배는 MS 배지에 계대배양
하면 1개월 후 정상적인 체세포배로 발달하였다.(Lee et al., 2012)
구 분

절 편 체

논 문

줄기, 뿌리, 자엽, 하배축

재분화 방법
초대배양, 캘러스유도,
신초유도, 발근유도

저자(연도)
Lee et al. (2012)

관련문헌
1. Lee SG, Cho WW, Lee SH, Park KW, Choi K, Kang HD. 2012. Effects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in vitro germination and organ
formation of wild Angelica gigas N.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 25(4): 45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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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번식특성
일부 개체에서 개화는 하지만 종자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생번식이 불가능
하다. 근경의 노두(盧頭)를 분리하여 식재하는 영양번식방법으로 주로 번식한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화기, 엽과 엽병을 70% 에탄올에서 1분, 1% NaOCl에서 15분간 표면소독 후
멸균수로 세척하여 캘러스 유도를 위한 절편체로 이용한다(Cho et al., 2000). 미
숙화기는 앞의 연구에 비하여 침지시간을 다소 감소시킨 70% 에탄올에서 10초,
1% NaOCl에서 10분간 표면소독하였다(Lee et al., 2009). 시료의 상태에 따라
어린 줄기, 잎원기, 옆, 엽병, 미숙화기를 0.25% NaOCl에서 15분 표면살균하기
도 하였다(Chae and Park, 1993).

❍ 체세포배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배발생캘러스는 주로 화기 절편체로부터 얻었으며, 엽과 자엽에서도 유도한 결
과가 보고되었다(Chae and Park, 1993). 화기절편을 0.5~2 mg l-1 2,4-D가 포
함된 MS 배지에 치상하면 배발생캘러스를 얻을 수 있었으며(Chae and Park,
1993; Cho et al., 2000; Lee et al., 2009), 0.1 mg l-1 BA를 추가하기도 하기
도 하였다(Lee et al., 2009).
유도된 캘러스는 MS 배지에 식물생장조절제를 첨가하지 않거나(Cho et al.,
2000), 0.1 mg l-1 BA와 3 mg l-1 GA3 (Lee et al., 2009) 병용 및 BA와 kinetin
을 각각 0.5 mg l-1 (Chae and Park, 1993)가 포함되도록 하여 유식물체로 재분
화하였다.
Quincrolac과 2,4-D를 각각 0.5 mg l-1와 2 mg l-1 농도별로 첨가한 MS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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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캘러스가 유도되었으나, 잎 절편은 quincrolac 1~2 mg l-1 처리에서만 캘러
스가 유도되었다.(Chae and Park, 1993).
구 분

절 편 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화기, 잎자루, 엽

체세포배발생

Cho et al. (2000)

논 문

줄기, 잎원기, 잎, 엽병.
미숙화기

체세포배발생

Chae and Park (1993)

논 문

미숙화기

체세포배발생

Lee et al. (2009)

관련문헌
1. Chae YA, Park SU. 1993. Callus induction and plant regeneration in

Ligusticum chuangziong Horts. Korean Journal of Breeding Science.
25(3): 230-234.
2. Cho DY, Lee EK, Soh WY. 2000. Cotyledon structure and germinability
of somatic embryos formed from inflorescence explants of Cnidium

officinale M. Korean Journal of Plant Tissue Culture. 29(2): 137-142.
3. Lee CY, Kim YK, Kim YS, Suh SY, Lee SY, Park SU. 2009.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 regeneration in Cnidium officinale Makino.
Journal of Medicinal Plant Research. 3(3): 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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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천마

Gastrodia elata Blume

번식특성
고등식물이지만 잎과 뿌리가 없어 탄소동화능력이 없는 다년생 식물로 독립적
생육이 불가능하여 담자균류인 뽕나무 버섯속과 공생하는 기생식물이다. 빛이 거
의 없는 산림 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북아시아 지역
에서 해발 700m 이상의 고산지대 계곡의 숲속이나 부식질이 많은 참나무 군락에
서 자생하며, 개화기인 5~6월에 꽃대가 나온다. 자연 상태에서 천마의 꽃은 끝이
모아진 봉우리 형태로 무향이므로 곤충매개에 의한 수분율이 매우 저조하다. 영양
번식종으로 2년간 재배된 성마는 수확하며, 작은크기의 천마는 씨천마(자마)로 다
시 식재한다. 따라서 세균 등에 오염될 경우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병씨천마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내배양현황
천마의 기내배양은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종자를 기내에서 발아시킴으로
서 유성씨천마의 확보, 공생균을 이용한 기내증식과 자마생산이 연구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간행물 「천마의 유성증식법」과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
의 기내생산방법」으로 발간된 바 있어 본저에서는 생략한다.

관련문헌
1.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산방법. 2010.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387호.
2. 천마의 유성증식법. 201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제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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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

번식특성
삽목, 휘묻이, 분주 등의 영양번식과 실생번식이 모두 가능하나, 주로 삽목번식
법을 이용한다. 꺽꽂이 시기는 3~4월과 9~10월에 가능하나 주로 봄에 실시한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종자를 채취하여 70% 에탄올에 10초와 1% NaOCl에 5~15분간 표면살균 후
멸균수로 수 회 세척하여 기내시료를 확보하였다. 종자는 1/2 MS 배지에 2 g l-1
의 gelrite로 경화시킨 배지에 치상하였다(Kim et al., 2002a; Yoon et al.,
2006).

❍ 다신초 유도
유식물체의 자엽과 배축을 싸이토키닌류 단용 및 옥신류 혼용처리를 통하여 신
초 발생을 위한 최적 조건을 조사하였다. 1 mg l-1 kinetin와 0.05 mg l-1 IBA가
혼용처리된 MS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10일 후 절단면에서 캘러스가 유도되면서
신초가 분화되기 시작하여, 30일 후 본엽이 5~7개가 발생되었다(Lee et al.,
2001).

❍ 캘러스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절편체의 종류, 부위와 품종을 달리하여 캘러스 형성과 신초 분화의 특징이 조
사되었다. 기내 식물체와 포장의 엽절편체에서 캘러스는 쉽게 유도되었으나, 기내
엽절편체에서 유도된 캘러스는 배양기간의 경과에 따라 단단하게 변하였다. 부위
별로는 모두 중간이 양호하였고, 신초분화는 중간 부위의 기내엽과 상부의 포장 엽
이 양호하였다. 신초 발생율은 품종에 따라 분화의 차이가 나타났다(Kim et al.,
2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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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아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기내에서 발아 7일 후 유식물체의 자엽과 배축을 식물생장조절제의 농도를 달리
한 배지에 치상하여 부정아 형성 유도하였다. 1/2 MS 배지에 30 g l-1 자당, 1
mg l-1 IAA 와 0.1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서 신초형성률과 절편당 형성 개체
수가 가장 많아 분화율이 높았다. 신초는 1/3 MS 배지에 계대배양하여 뿌리를 유
도하였으며, 토양 순화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Yoon et al., 2006).
다른 연구에서는 유식물체의 하배축 절편체를 MS 배지에 1 mg l-1 zeatin이 포
함된 배지에서 3주간 암배양 후 광조건에서 배양하였을 때 부정아가 80% 이상의
고빈도로 유도되었다. 유도된 부정아는 1 mg l-1 IAA가 포함된 배지에서 4주간
발근을 유도하였을 때 정상적인 식물체로 재분화 되었다(Jo et al., 2004).
절편체에 따라 부정아 유도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엽 절편체는 다른 절
편체(유근, 배축, 배)에 비하여 기관형성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MS 배지에 0.01
mg l-1 2,4-D와 0.5 mg l-1 zeatin가 첨가된 배지에서 부정아가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Lee et al., 2002).

❍ 체세포배 발생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
기내 식물체의 엽 절편체를 4% 자당, 0.001 μM, 0.6 μM (0.13 mg l-1) BA
2,4-D와 0.3% phytagel가 포함된 3/2 MS 배지에 치상하여 캘러스를 유도하였으
며, 유도된 캘러스를 생장조절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3/2 MS 액체배지에서 현탁배양
하여 체세포배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체세포배는 활성탄 0.5%가 포함된 sodium으로 캡슐화하여 MS 기본배지
에 치상하였을 때 80%의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4주 후 유식물체로 재분화하여 토
양으로 이식되었다(Kim et al., 1996).
접합자배의 자엽 절편체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MS 배지에 0.5 mg l-1 2,4-D가
첨가된 배지에서 배발생 캘러스를 유도하여 체세포배가 발생되었다(Lee et al.,
2002).

❍ 발근유도
기내에서 발생된 신초는 1/2 MS 배지에 1 mg l-1 IAA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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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동일 농도의 NAA 처리는 발근율은 높았으나
다량의 캘러스가 유기되어 정상적인 뿌리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Lee et al.,
2001).

❍ 기외순화
옆 절편체에서 유도된 재분화 식물체를 버미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1:1의 비율
로 혼합한 용토에서 4주간 순화 후 포장에 정식하여 2년간 생육특성을 조사하였
다. 잎의 형태가 모본과 같은 타원형을 나타낸 개체가 66.1%로 조사되었다.
모본대비 수량 증대, 과실 크기 증가, 잎 두께 증가와 다분지성 초형변이 계통
총 13계통을 선발하였다. 이 중 대과와 다수확 계통으로 품종인 ‘청양’에 비하여
과장과 생산량이 증수된 5계통을 선발하였다(Kim et al., 2002b).

❍ 모상근 유도 및 생물반응기 배양
기내 잎 절편체로부터 agrobacterium rhizogenes strain과 공조배양하여 유
도한 모상근의 최적배양조건을 구명하고자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대량증식을 수
행하였다(Bae et al., 2004).
구 분

절 편 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기내발아체

부정아유도 및 재분화

Yoon et al. (2006)

논 문

기내 발아체,
온실 내 유엽

캘러스 유도 및 신초 분화

Kim et al. (2002a)

논 문

기내 식물체

포장 순화

Kim et al. (2002b)

논 문

기내 식물체

부정아유도 및 재분화

Jo et al. (2004)

논 문

기내 발아체

신초유도 및 재분화

Lee et al. (2001)

논 문

기내 식물체

체세포배 유도,
인공종자 및 재분화

Kim et al. (1996)

논 문

종자(접합자배)

체세포배 및 부정아 유도

Lee et al. (2002)

논 문

기내 잎 절편

모상근 유도 및 생물반응기 배양 Ba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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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1. Bae KH, Kim YS, Jeong JH, Kim YS, Choi YE, Yoon ES. 2004.
Induction of hairy root and bioreactor culture of Lycium chinense.
Korean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31(4): 295-300.
2. Jo MH, Ham IK, Lee BC, Kim JW, Lee WS, Kwon SY. Lee HS, Kwak
SS. 2004. High frequency shoot formation and plant regeneration
from cotyledonary hypocotyl explants of boxthorn (Lycium chinense
Mill.) seedling. Korean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31(3): 203-207.
3. Kim KJ, Kim BW, Roh KS. 1996. Artifical seed production from
somatic embryos and its germination in Lycium chinense Mill.
Korean Journal of Breeding. 28(3): 255-261.
4. Kim DC, Chung HJ, Min BH, Yang DC. 2002a. Plant regeneration
from explant types and cultivars of boxthorn (Lycium chinense
Mill.). Korean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29(1): 15-18.
5. Kim DC, Chung HJ, Min BH, Yang DC, Kim SD, Lee DC. 2002b.
Characteristics on the field growth of plantlets regenerated from
leaf segment cultures of boxthorn (Lycium chinense Mill). Korean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29(2): 129-134.
6. Lee JS, Kwon KW, Bae CH, Yang DC. 2001. Advenced regeneration
and genetic transformation of Lycium chinense harboring salt
tolerance genes. Korean Journal of Plant Tissue Culture. 28(1): 47-52.
7. Lee JD, Cho DY, Soh WY. 2002. Somatic embryogenesis and
adventitous bud formation from zygotic embryo of boxthone (Lycium

chinense Mill.). Korean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29(4): 241-246.
8. Yoon ES, Kwon HK, Cho YY. 2006. Correlation between in vitro
plant regeneration and polarity with Boxthorn (Lycium chinense
Mill.) seedlings.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s. 19(2): 3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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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꾸지뽕나무

Cudrania tricuspidata (Carr.) Bureau ex Lavallée

번식특성
종자를 채취한 후 과육을 제거 후 직파하거나 노천매장이나 저온저장하여 다음
해 파종한다. 뿌리를 잘라 분주하거나 6~7월경에 가지삽을 하기도 한다.

기내배양현황
종자로부터 기내 식물체를 유도하여 신초와 발근 유도 과정을 거쳐 식물체로
재분화되었다. 또한 활성물질을 기내에서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세포배양이 연구
되었다.

❍ 초대배양
종자를 70% 에틸알코올에 1분, 3% NaOCl에 10분간 표면소독하여, MS 배지
에 3% 자당이 포함된 배지에서 발아된 식물체를 절편체로 액아를 유도하였다(Lee
et al., 2007).

❍ 액아배양 및 식물체 재분화
기내 식물체의 액아 절편체를 MS 배지에 1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서 가
장 많은 수의 신초가 유도되었다. 배지별로는 MS의 양을 2배로 증가시켰을 때
(식물생장조절제 미포함) 줄기의 신장생장이 우수하였다.
유도된 신초는 2 mg l-1 IBA가 포함된 MS 배지에서 양호하였으며, 발근된 식
물체는 토양으로 순화되어 정상 식물체로 발달하였다(Lee et al., 2007).

❍ 유용 물질 생산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신규 활성물질인 gericudrain을 기내에서 세포배양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종자의 배에서 유도된 캘러스의 증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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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증식 조건과 gericudrain 함량을 조사한 바 있다(Choi et al., 2001).
구 분
논 문

절편체
기내 발아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신초 및 발근유도

Lee et al. (2007)

관련문헌
1. Choi MS, Kwak SS, Liu JR, Lee IK, Yoo ID. 2001. Production of
novel flavonoids in cell cultures of Cudrania tricuspidata. Korean
Journal of Plant Tissue Culture. 28(3): 159-164.
2. Lee CH, Min JY, Jung HN, Kim KS, Choi MS. 2007. Rapid
propagation

through

tissue

culture

of

Cudrania tricuspidata,

medicinal plant.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15(5):
3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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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충

Eucommia ulmoides Oliv.

번식특성
식재 후 10년생 정도되면 결실을 시작하여 종자 채종이 가능하다. 채취된 종자
는 12월 중에 노천매장한 후 다음에 봄에 파종하거나, 온실 내에서 11월에 직파
하면 다음해 봄에 발아한다. 삽목은 발근율이 저조하다.

번식
❍ 초대배양
부정아 유도를 통한 재분화 연구의 재료로 사용된 기내 식물체를 확보하기 위한
종자의 표면소독은 70% 에탄올에 1분과 3% NaOCl에 25분간 침지 후 멸균수로
수회 세척하였다(Chen et al., 2008).

❍ 부정아 유도
기내에서 발아 후 2주간 생장한 식물체의 배축을 10 μM (2.25 mg l-1) BA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대부분 부정아가 유도되었으며, 6 μM (1.36
mg l-1) BA와 6 μM (2.08 mg l-1) GA3가 포함된 MS 배지에서는 다신초 유도 및
생장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en et al., 2008).

❍ 발근유도
배축으로부터 유도된 부정아의 신초가 2 cm 가량 생장하였을 때 발근을 유도하
기 위한 최적배지로는 0.5 μM (0.09 mg l-1) NAA가 포함된 1/2 MS 배지로 보
고되었으며, 이후 정상적인 식물체로 재분화 되었다(Chen et al., 2008).
구 분

절편체

논 문

배축(기내발아체)

재분화 방법
부정아유도

저자 (연도)
Yo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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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1. Chen R, Namimatsu S, Nakadozono Y, Nakazawa Y, Gyokusen K.
2008. Efficient regeneration of Eucommia ulmoides from hypocotyl
explant. Biologia Plantarum. 52(4): 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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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가목

Sorbus commixta Hedl.

번식특성
실생 및 무성생식이 가능하다. 종자는 후숙성이 있어 가을에 채종하여 노천매장
후 파종한다. 삽목은 숙지와 녹지삽을 이용하며, 취목, 접목 등의 무성번식이 가능
하다.

기내배양현황
실생 및 무성번식이 모두 가능함으로 기내번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수개체의 대량생산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줄
기 절편으로부터 신초 유도와 발근을 유도하여 재분화 연구가 속행된 바 있다.

❍ 초대배양
마가목 줄기 절편을 0.1% 염화수은 수용액에 8분간 표면소독하여, MS 배지에
1 mg l-1 BA와 0.2 mg l-1 IBA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여 신초생장을 유도하였다
(Shuang, 2010).

❍ 발근유도
신초는 1/2 MS 배지와 0.2 mg l-1 IBA와 0.2 mg l-1 NAA가 포함된 배지에서
발근을 유도하여, 토양(모래)로 순화되어 정상적으로 생장하였다(Shuang, 2010).
구 분
논 문

절편체
줄기

재분화 방법
신초 및 발근유도

저자 (연도)
Shuang (2010)

관련문헌
1. Shuang Q. 2010. Studies on tissue culture and rapid propagation of

Sorbus commixta Hedl. Northern Horticulture.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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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단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번식특성
실생번식과 무성번식이 가능하다. 종자는 딱딱한 종피에 쌓여있어 채종 직후 파
종해야 발아율이 높다. 무성번식은 뿌리에 눈이 2~3개 포함되도록 분주하여 가을
에 식재한다.

기내배양현황
영양번식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근경이나, 포지에서 생육 중인 유묘의 잎과
줄기를 이용하여 초대배양체를 확보 후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절편체와 품종 등
생리ㆍ유전적 요인에 따라 캘러스 유도율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 초대배양
모든 절편체는 0.5% 염화수은 수용액에 3분간 침지 후 1% NaOCl에 15분간
표면살균 후 멸균수로 수 회 세척하였다. 이후 절편체에 따라 오염의 정도가 다르
기 때문에 소독제, 농도와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액아 절편체는 50% PPM에
30분간 추가로 처리하였다(Beruto et al., 2004). 다른 연구에서는 절편체(잎, 액
아, 뿌리와 종피가 제거된 종자를 20% 알코올에 침지 후 0.075% 염화수은에 7분
간 소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하였다(Wang and Staden, 2001).

❍ 캘러스유도
절편체에 따라 캘러스 유도율에 차이를 보였다. 엽병, 엽과 줄기를 절편체로 하
여 연구가 되었다. 유묘(3개월 경과)의 엽병과 잎에서 채취한 절편체를 1 mg l-1
2,4-D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는 것이 캘러스 유도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절편체가 배양은 적색, 청색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
혹은 암상태에 배양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Wang et al., 2010). 다
른 연구에서는 어린 잎과 엽병으로부터 캘러스 유도는 품종에 따라 배지조건에 차
이를 보였다. 품종 ‘Xue Li Zi Yu’와 ‘Zi Xia Lin’에서는 4.52 μM 2,4-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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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μM BA가 포함된 WPM 배지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품종에 따라
‘Cai Lan’ 품종은 1.44 μM GA3를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Wang and Staden, 2001).

❍ 액아배양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
액아는 WPM 배지에 2배의 Ca2+ (6 mM), citric acid (0.36 mM), ascorbic
acid (0.28 mM), 4.44 μM BA와 0.8% agar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신
초에 비하여 초기배양이 용이하였으며, 유전형에 따라 괴사나 과수화 등 번식능력
에 차이가 나타났다. IBA 처리는 발근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신초를 2℃에서 7일
간 전처리를 하였을 때는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기내에서 재분화된 식물체
는 유식물체로 정상적으로 순화되었다(Beruto et al., 2004). 다른 연구에서는 5
주간 배양된 신초가 발근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상태이며(발근율 87%), 발근 유도
는 초기의 내생 IAA의 함량이 높으며 그 뒤에는 내생 Rip의 함량이 10배 낮은 것
으로 보고되어 발근과 관련된 호르몬의 함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발근을 위하여
0.3% 활성탄을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 때 뿌리의 IAA 함량이 3배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ouza et al., 1994).

❍ 부정아 유도
성숙되기 15~20일 전 화기의 수술대와 꽃잎 절편체는 캘러스로 단계를 거쳐,
MS 배지에 2.27 μM (0.5 mg l-1) TDZ이 첨가된 배지에서 8주 후 부정아가 발생
되었다(Beruto et al., 2004).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문

액아,
수술대, 꽃잎

액아배양,
부정아 유도

Beruto et al. (2004)

논문

엽병, 잎

캘러스 유도

Wang and Staden (2001)

논문

엽병, 잎

캘러스 유도

Wang et al. (2010)

논문

액아

액아 배양 및
발근유도

Bouza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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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1. Beruto M, Lanteri L, Portogallo C. 2004. Micropropagation of tree
peony (Paeonia suffruticosa).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79: 249-255.
2. Bouza L, Jacques M, Sotta B, Miginiac E. 1994. Relations between
auxin and cytokinin contents and in vitro rooting of tree peony
(Paeonia suffruticosa Andr.). Plant Growth Regulation. 15: 69-73.
3. Wang H, Staden JV(J van). 2001. Establishment of in vitro cultures of
tree peonies. South African Journal of Botany. 67: 358-361.
4. Wang H, He S, Tanaka M, Van PT, Silva JAT. 2010. Effects of 2,4-D
on callus formation in tree peony (Paeonia suffruticosa Andr.) under
different light conditions. Floriculture and Ornamental Biotechnology.
4(Special Issue 1): 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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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겨릅나무

Acer tegmentosum Maxim

번식특성
8월말~9월경에 종자를 채종하여 직파하거나 노천매장 후 파종한다.

기내배양현황
종자 결실량이 많으며 보관이 어려운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내배양을 포함한
영양번식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 액아배양
기내에서 발아한 식물체의 액아를 1 mg l-1 zeatin이 첨가된 WPM 배지가 다른
싸이토키닌류 처리에 비하여 많은 수의 다경이 유도되었다. 유도된 다경은 0.5
mg l-1 2,4-D가 첨가된 WPM 배지에서 발근에 용이하였으며, 기외순화를 통해
정상 식물체로 분화되었다(Seo et al., 2016).
구 분
논 문

절편체
절간

재분화 방법
액아배양, 발근유도

저자 (연도)
Seo et al. (2016)

관련문헌
1. Seo YR, Kim YD, Park DJ, Song HJ, Kim HG, Yang WH, Jeong MJ,
Im HJ, Choi MS. 2016. Micropropagation of Acer tegentosum Max.
through induction of multiple shoots from axillary bud culture.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5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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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번식특성
주로 종자로 번식하며 접ㆍ삽목도 가능하나 발근율과 활착율이 낮다. 종자는 채
종 즉시 파종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 채종한 것은 과육을 제거한 후 노천매장하
였다가 그해 가을에 파종한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4월 상순에 시험포장에 식재되어 있는 액아를 채취하여 75% 에탄올에 3분,
10% 유한락스액에 10분간 표면살균한 후 멸균수로 4회 세척하여 액아를 적출하
였다. 적출된 액아는 MS 배지에 0.5 mg l-1 BA가 포함되도록 하여 치상하였다
(Park et al., 1993).

❍ 액아배양을 통한 다신초 유도
시험포장에서 채취된 액아의 기내증식에 적합한 배지, 식물생장조절제의 종류와
농도 및 탄소원의 농도 등이 보고되었다. MS 배지와 DKW 배지가 각각 77%와
76%의 신초형성율을 보여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S 배지의 농도를
1/4 수준까지 낮추었을 때 기내생육에 적합하였다. 신초 증식을 위한 탄소원으로
는 3% 자당이 적합하였으며, 활성탄은 배지 내에 2 g l-1까지 생육이 양호하였다.
식물생장조절제로는 0.5 mg l-1 BA에 IAA와 IBA를 0.1~2 mg l-1를 혼용하여 처
리하였을 때 캘러스가 전혀 유기되지 않으며 다신초가 형성되었다. 유도된 신초의
발근은 NAA와 BA를 각각 0.5 mg l-1 첨가하였을 때 정상근이 분화되었으나 비율
은 5%로 낮았다(Park et al., 1993).

❍ 부정아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오미자 5품종의 줄기 절편을 식물생장조절제의 농도를 달리하여 치상하였을 때,
부정아 유도를 위한 최적배지는 WPM 배지에 2 mg l-1 BA, 0.1 mg l-1 zeatin과

44

국립산림과학원

Ⅲ. 약용류 기내배양 연구 현황

0.1 mg l-1 NAA이 포함된 조합으로 조사되었다. 유도된 신초는 1/2 MS 배지에
1 mg l-1 IBA와 0.1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 계대배양하였을 때 발근이 되었
고 정상적인 유식물체로 재분화되었다(Xue et al., 2003).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액아

액아배양 및 식물체 재분화

Park et al. (1993)

논 문

줄기

부정아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

Xiu et al. (2003)

관련문헌
1. Park CH, Seong NS, Lee ST, Youn KB, Son SG. 1993. Studies on
Multiplication of Cornus officinalis by in vitro culture Ⅰ. Callus
induction, shoot propagation and root differentiation through bud
culture.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1: 63-69.
2. Xue J, Zhang A, Wang Y, Sheng W. 2003. Study on plant tissue
culture of Cornus officinalis. China Journal of Chinense Materia
Medica. 28(2):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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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번식특성
종자는 발아하기까지 2년이 소요되며 노천매장을 통한 휴면타파가 요구된다.
가지를 잘라 꺽꽂이 하거나 싹을 틔우는 촉성 재배도 가능하다.

기내배양현황
배발생캘러스와 체세포배 유도과정을 거쳐 식물체로 재분화하였으며, 각 단계
별로 기내 생장 적정조건을 구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 체세포배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4년생의 엽병, 줄기와 뿌리 절편을 2,4-D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여 배발생캘
러스를 유도하였다. 뿌리 절편체로부터 유도된 캘러스는 식물생장조절제가 포함되
지 않은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정상적인 체세포배로 발달하여 식물체로 재분화 되
었다(Yang et al., 2012). 접합자배로부터 발아된 유식물체의 자엽, 하배축 및 뿌
리 절편체를 MS 배지에 4.5 μM (1 mg l-1) 2,4-D가 포함되도록 하여 치상하였을
때 직접 체세포배를 유도하여 유식물체로 재분화가 가능하였다. 유식물체 재분화
과정에서 저농도(1%)의 자당처리가 효과적이며, 순화과정에서 저온처리가 효과적
임이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2).

❍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재분화 효율 증진
고체배지에서 유도된 배발생캘러스의 증식효율 증대 및 체세포배 발아를 통한
유식물체 재분화를 위해 풍선형 공기부양식 생물반응기(balloon type bubble
bioreactor, BTBB)를 이용하였다(Shohael et al., 2005; Yang et al., 2012).

❍ 유용물질 생산 등
체세포배와 재분화된 유식물체로부터 유용물질인 엘레우테로사이드(eleutheroside) B, E, E1, 총 페놀(total phenolics), 플라보노이드(flavonoids), chl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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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c acid 함량, 글루타티온 대사(glutathione metabolism)과 항산화 효소 활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 조건, 삼투압제(sucrose)농도 및 광원를 달리하여 배양함으로서
체세포배로부터 유효물질 생산을 통한 최적조건을 구명하였다(Shohael et al.,
2003; 2006a,

b, c

; 2007). 이와 같은 연구는 산업화 소재로서 유용물질을 대량으

로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 분
논 문

논 문

절편체
체세포배

잎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유효물질 생산

Shohael et al. (2003,
2006a, b, c, 2007)

체세포배 유도

Choi et al. (2002)
Shohael et al. (2005)
Yang et al. (2012)

관련문헌
1. Choi YE, Ko SK, Lee KS, Yoon ES. 2002. Production of plantlets of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via somatic embryogenesis and successful
transfer to soil.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69: 201-204.
2. Shohael AM, Khatun SM, Alam M, Paek KY. 2003. Effects of Murashige
and Skoog medium strength on germination and secondary metabolites
production of Eleutherococcus senticosus's somatic embryos in biorea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Biosciences. 3: 155-163.
3. Shohael AM, Chakrabarty D, Yu KW, Hahn EJ, Paek KY. 2005. Application of bioreactor system for large-scale production of Eleu-

therococcus sessiliflorus somatic embryos in an air-lift bioreactor and
production of eleutherosides. Journal of Biotechnology. 120: 228-236.
4. Shohael AM, Ali MB, Yu KW, Hahn EJ, Paek KY. 2006a. Effect of
temperature on secondary metabolites production and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 Eleutherococcus senticosus somatic embry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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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85: 219-228.
5. Shohael AM, Chakrabarty D, Ali MB, Yu KW, Hahn EJ, Paek KY.
2006b. Enhancement of eleutherosides production in embryogenic
cultures of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in response to sucroseinduced osmotic stress. Process Biochemistry. 41: 512-518.
6. Shohael AM, Ali MB, Yu KW, Hahn EJ, Paek KY. 2006c. Effect of
light on oxidative stress, secondary metabolites and induction of
antioxidant enzymes in Eleutherococcus senticosus somatic embryos
in bioreactor. Process Biochemistry. 41: 1179-1185.
7. Shohael AM, Ali MB, Hahn EJ, Paek KY. 2007. Glutathione metabolism
and

antiocidant

responses

during

Eleutherococcus

senticosus

somatic embryo development in a bioreactor.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89: 121-129.
8. Yang J, Zhou C, Liu L, Jia D, Yin Z, Kim M, Yu C, Li C. 2012. High
conversion frequency of germinated somatic embryos of siberian
ginseng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im) using a bubble column
bioreactor.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110: 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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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번식특성
실생번식과 무성번식이 가능하다. 실생번식시 채종한 종자는 노천매장 한 후 이
듬해 껍질을 제거하여 파종한다. 무성번식으로는 충실한 줄기를 채취하여 삽목하
며, 분주와 휘묻이도 가능하다.

기내배양현황
❍ 체세포배 발생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
표면소독된 종자의 종피를 제거후 절단하여 5 μM (1.1 mg l-1) TDZ이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여 발생된 접합자배로부터 재분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주일
후 발생된 초기 심장형 단계의 접합자배를 50 μM (11.1 mg l-1) 2,4-D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 3주 후 캘러스가 발생되었으며, 이 후 10 μM (2.21 mg l-1) 2,4-D
와 4 μM (0.9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 4주 간격으로 계대배양하였다. 구형
단계의 체세포배 발달은 30 μM abscisic acid와 3% polyethyleneglycol이 유
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식물생장조절제가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자엽형 단계의
체세포배로 완전히 발달하였으며, 0.05 μM IBA는 유식물체로 빠른 재분화에 효
과적이었다(Smiskova et al., 2005). 다른 연구에서는 성숙 종자의 접합자배로부
터 캘러스 유도시 MS 배지에 1 mg l-1 TDZ과 2 mg l-1 2,4-D를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zeatin의 첨가는 배발생캘러스 형성을 촉진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도된 캘러스로부터 체세포배 유도는 1/2 MS 배지에 1
mg l-1 TDZ과 0.2 mg l-1 zeatin을 첨가하였을 때 가장 많은 수의 배가 관찰되었
다. 이 후 식물생장조절제를 제거하였을 때 유식물체로 분화되었다(Sun et al.,
2013).
배발생캘러스의 증식, 체세포배 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를 위한 적정 배양조건을
구명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접합자배로부터 발아 후 1개월 경과한 정단분열조직을
배축이 포함되도록 절편을 조제하여, 4 mg l-12,4-D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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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최대 56.7%까지의 배발생캘러스 유도율을 나타내었다. 체세포배 형성에
는 무기염류인 MS 배지의 용량을 적게 하였을 때 효과적이었으며, 체세포배 유도
를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GA3는 본 실험에서는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무기염류인 MS 배지의 양을 1/3로 감하고 1% 자당과 0.5 mg l-1 BA가 첨가된
배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체세포배가 유도되었다. 발아된 체세포배의 52.6%가 유
식물체로 재분화 되었으며, 토양에 이식하였을 때 정상식물체로 90%가 재분화되
었다(Chen et al., 2010).

❍ 약배양을 통한 우량계통 생산
우량계통의 고정 및 순계유지를 위하여 실시한 약배양에서 1핵성 소포자의 중ㆍ
후기의 약에서 13.3%로 다른 시기에 비하여 높은 캘러스 형성율을 보였다. 캘러스
유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저온처리는 4℃에서 8일간 처리시 12.5%로 가장
높았다. 생장조절제의 처리는 1 mg l-1 2,4-D와 0.25 mg l-1 kinetin 첨가 배지
에서 8.3%로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배지내 자당 농도를 4%로 조
정하였을 때 10%의 캘러스 형성율을 보였다. 또한 응고제로 gelrite를 첨가하였을
때 9%로 나타났다. 기관 분화를 위한 ABA와 AgNO3 첨가는 갈변을 억제하였으며
5 mg l-1 ABA를 첨가하였을 때 뿌리가 분화되었다(Lee et al. 1997).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접합자배

체세포배 유도

Smiskova et al. (2005)

논 문

접합자배

체세포배 유도

Sun et al.(2013)

논 문

접합자배

체세포배 유도

Chen et al. (2010)

논 문

약

캘러스 유도

Lee and Lee (1997)

관련문헌
1. Chen AH, Yang JL, Niu YD, Yang CP, Liu GF, Yu CY, Li CH. 2010.
High-frequency somatic embryogenesis from germinated zygotic
embryos of Schisandra chinensi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medium strngth,

sucrose,

GA3,

and

BA

on

somatic

embryo

development.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102: 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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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e JH, Lee SY. 1997. Factors affecting anther culture in Schizandra

chinensis.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5: 14-20.
3. Smiskova A, Vlasinova H, Havel L. 2005. Somatic embryogenesis from
zygotic embryos of Schisandra chinensis. Biologia Plantarum. 49:
451-454.
4. Sun D, Lang WX, Li HB, Guo XW, Lian ML, Piao ZY. 2013. An
improve method for somatic embryogenesis of Schisandra chienesis
(Turcz.) Baillon. Pakistan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16: 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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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옻나무

Rhus verniciflua Stokes

번식특성
15~20년생으로부터 가을에 완전히 성숙하기 전인 10월 중순 경에 종자를 채취
하여 건조한 후 절구 등으로 빻아 항온이 되지 않은 실내에 보관한다. 이후 노천
매장하여 다음해 봄에 파종한다. 파종시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수선법으로 물위에
뜨는 종자는 버리며, 황산처리를 통해 종피의 납질을 제거하기도 한다. 주로 실생
번식을 하지만, 우수개체의 증식 등을 위해 필요시 분근도 가능하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종자의 표면살균은 70% 알코올에 1분, 2% NaOCl에 15분간 살균하여 배지에
치상하였다. 기내에서 식물생장조절제 전처리에 의한 종자의 발아율 향상은 효과
가 없었지만, 황산 처리는 발아율이 3% 정도 증가하였다. 발아율 향상을 위하여
외종피를 제거한 종자에 1 mg l-1 BA 단용 혹은 0.05 mg l-1 NAA와의 혼용처리
는 10% 내외의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배지에 치상한 후 10일 만에 정상적으로 발
아하여 3주만에 본엽이 출현하였다(Doo et al., 2000).
구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논문

종자

기내발아

저자 (연도)
Doo et al. (2000)

관련문헌
1. Doo HS, Li HL, Kwon TH, Yang MS. 2000. Development of aspceptic
seedling by in vitro germination in lacquer tree seed.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s. 13(1):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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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번식특성
실생과 무성번식이 모두 가능하다. 종자는 가을에 채종하여 노천매장을 통해 습
층처리하여 발아저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종자는 이듬해 봄에 정선하여 흩뿌림
한다. 혹은 9~10월에 채종한 종자를 직파한 후 가온하면 발아한다고 알려져 있
다. 무성번식방법으로는 뿌리를 이용하며 늦가을에 뿌리를 캐내어 삽수를 조제하
여 마르지 않도록 가매장하여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캐내어 사용한다. 활착율은
좋은편이나 짚을 덮어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2년생 실생묘의 당년지의 액아를 절편체로 하였을 때 배지 및 싸이토키닌 종류
와 농도에 관련없이 100% 엽이 발달하였으나 다경으로 유도되지는 않았다. 다경
유도는 WPM 배지에 0.5 mg l-1 kinetin이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절편당
2~3개의 줄기가 유도되었다. 유도된 줄기로부터 기내 발근은 NAA 처리시 10%
정도로 양호하였으나, 멸균된 상토에 기내삽목할 경우 발근율이 60%이상 활착되
었으며 온실에서 순화 후 90%이상이 활착되었다(Moon et al., 2002).

❍ 배발생캘러스 유도
기내 식물체의 잎과 엽병 절편체를 1/2 MS 배지에 2 mg l-1 2,4-D와 0.1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여 배발생 캘러스를 유도하였으며, 대량증식을 위한
현탁배양에서 1 mg l-1 2,4-D가 첨가된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2008). 또한 배발생캘러스 증식을 위한 무기염류는 1/2 B5배지와
white 배지가 적당하며, 탄소원은 3%의 자당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배발생 캘러스로부터 체세포배 유도
현탁배양을 통한 체세포배 생산기간 단축을 위하여 배발생 세포의 증식 및 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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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배 발달을 유도한 바 있다. 배발생캘러스를 현탁배양 후 5~15일까지 세포생장
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5일 이후에는 초기의 세포주기로 돌아갔다. 유도된 캘러
스로부터 체세포배 발달은 0.5 g l-1의 낮은 밀도로 접종시에 65% 이상이 어뢰형
배로 유도되었으며, 정상 식물체로 순화되었다(Kim and Moon, 2009). 접목묘에
서 채취한 신초 절편체를 MS 배지에 3% 자당과 2,4-D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여
배발생 캘러스를 유도하였으며, 체세포배 유도에 미치는 탄소원, 삼투압조절제
(PEG-3350), 코코넛워터 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3~5% 자당,
2~10% 코코넛워터는 체세포배 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EG의 첨가
는 균일한 체세포배를 생산할 수 있었다(Moon et al., 2008). 또한 스트레스를 통
한 체세포배 유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투압, 2,4-D, 저온 및 영양결핍 처리를
통해 모든 처리에서 체세포배를 유도하였다. 그 중 1M 자당 용액에 6시간 침지 후
배양하였을 때 23%의 체세포배가 유도되었다. 유도된 체세포배는 토양 순화시
91%의 생존율을 보였다(Moon et al., 2015). 유도된 배발생캘러스는 경과함에
따라 체세포배 유도율이 감소하였으며(Park et al., 2011), 저온저장(4℃) 6개월까
지는 정상적인 체세포배로 발달하였으나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빈도는 감소하
였다. 또한 유도된 체세포배의 발아 및 식물체 재생은 기간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
으나 발아율 93% 이상 및 식물체 재생율 91%이상을 나타내어 저온에서 6개월까
지는 세포주의 저장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Lee et al., 2015). 유도된 체세포배를
이용하여 인공종피를 조제하는 과정에 미치는 알진산 농도, 체세포배의 크기, 종피
내 첨가물과 발아율 등을 실험함으로서 인공종자화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Kim et al., 2007).

❍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재분화 효율 증진
초기 체세포배로부터 유식물체로 유도하기 위하여 간헐침지방식의 생물반응기
에 네트를 설치하여 배양하였을 때 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1).
배지 내 당원을 제거한 무당배지에서 체세포배 유래 기내묘을 생장시켰을 때 엽
록소 함량과 순광합성량이 종속영양 환경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하였다. 또한 독립
영양배양 시스템하에서 생장한 식물체는 100% 순화되어 배양 마지막 단계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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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첨가되지 않은 액체배지에 배양하는 독립영양방식이 체세포배 유래 음나무의
대량생산에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1).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 자 (연도)

논 문

2년생 실생묘의
당년지(액아)

액아배양 및 식물체 재분화 Moon et al. (2002)

논 문

기내식물체(잎, 엽병)
절편체

배발생캘러스 유도 및 증식 Kim et al. (2008)

논 문

접합자배

배발생 캘러스 증식 및
체세포배 유도

Kim and Moon.
(2009)

논 문

접목묘의 신초

체세포배 유도 및 재분화

Moon et al. (2008)

논 문

체세포배

유식물체 유도

Kim et al. (2011)

논 문

배발생캘러스

체세포배 유도

Park et al. (2011b)

논 문

기내식물체

스트레스 처리에 의한
체세포배 유도 및 재분화

Moon et al. (2015)

논 문

체세포배 유래
기내묘

독립영양방식에 따른
기내묘 생육

Park et al. (2011a)

논 문

배발생캘러스

체세포배 유도

Lee et al. (2015)

논 문

체세포배

인공종자 제조

Kim et al. (2007)

관련문헌
1. Kim YW, Choi YE, Yi JS, Moon HK. 2007. Germination of artificial
seeds by encapsulation of somatic embryos of Kalopanax septem-

lobus with alginic acid.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34(3):
229-235.
2. Kim HJ, Kim WB, Yoo DL, Kim SJ, Lee JG. 2008. Proliferation of
embryogenic callus of Kalopanax pictus through suspension culture
system. Korean Journal of Plant Resources. 21(1): 60-65.
3. Kim SJ, Moon HK. 2009. Establishment of suspension culture condition for embryogenic callus proliferation and somatic emb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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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Kalopanax septemlobus. Journal of Plant Biotechnlogy. 36(1): 7-12.
4. Kim SJ, Dewir YH, Moon HK. 2011. Large-scale plantlets convertsion from cotyledonary somatic embryos of Kalopanax septemlobus
tree using bioreactor cultures. Journal of Plant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20(2): 241-248.
5. Lee NN, Choi YE, Moon HK. 2015. Somatic embryo induction and
plant regeneration from cold-stored embryogenic callus of K. sep-

temlobus.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42: 388-395.
6. Moon HK, Kim SH, Kim BK. 2002. Microparopagation of Kalo-

panax pictus Nakai via axillary bud cultures.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91(6): 755-780.
7. Moon HK, Park SY, Kim YW, Kim SH. 2008.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let production using rejuvenated tissues from
serial grafting of a mature Kalopanax septemlobus tree. In Vitro
Cellular & Development Biology-Plant. 44: 119-127.
8. Moon HK, Lee H, Paek KY, Park SY. 2015. Osmotic stress and strong
2,4-D shock stimulate somatic-to-embryogenic transition in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Acta Physiologiae Plantarum. 37: 17109. Park SY, Cho HM, Moon HK, Kim YW, Paek KY. 2011a. Geneotypic
variation and aging effects on the embryogenic capability of

Kalopanax septemlobu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105:
265-270.
10. Park SY, Moon HK, Kim YW. 2011b. The photoautotrophic culture
system promotes photosynthesis and growth of somatic embryoderived plantlets of Kalopana septemlobus.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0(2): 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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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Juss.

번식특성
실생번식과 무성번식 모두 가능하다. 종자는 9월에 성숙하여 터지기 직전에 채
종하여 다음해 봄에 물에 불린 후 젖은 모래에 묻어서 휴면을 타파한 후 3월말~4
월초에 파종한다. 무성생식은 주로 뿌리를 이용하며 늦가을에 채취된 뿌리는 삽수
로 조제하여 가매장한다. 이듬해 봄에 캐내어 사용하며 볏짚을 덮어 건조를 방지
해야 한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줄기의 어린절간을 약 5cm의 절편으로 조제한 후, 70% 에탄올에 1분간 침지
후 NaOCl에 7분간 표면살균후 멸균증류수로 수회 세척하여 캘러스 유도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Choi et al., 1986; Soh et al., 1990).

❍ 배발생캘러스 유도
표면살균된 줄기의 어린절간을 2~3 cm의 절편으로 조제하여, 1~2 mg l-1
2,4-D가 포함된 MS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약 4주 후 부터 표면에 연한 녹색을 띠
는 배발생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캘러스는 1~2 mg l-1 2,4-D와 0.2 mg
l-1 kinetin이 첨가된 액체배지에서 계대배양하였다(Choi et al., 1986; Soh et
al., 1990).

❍ 배발생캘러스로부터 체세포배 유도
배발생캘러스는 3.5 mg l-1 IAA와 0.5 mg l-1 kinetin이 포함된 배지에서 구형
단계의 체세포배로 발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된 체세포배는 식물생장
조절제가 제거된 배지에서 정상적인 유식물체로 재분화하였으나, 몇몇 개체는 표
면에서 캘러스가 발달하거나 자엽과 본엽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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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1986).
유도된 배발생캘러스는 스테인리스 체(sieve)를 이용한 물리적 동조화와 MS 배
지 중 KH2PO4를 제거하고 KOH로 K이온을 보정한 배지와 기존의 MS 배지에 옮
기는 것을 반복하는 화학적 동조화를 거쳐 균일한 체세포배 형성을 시도하였을 때
85%의 높은 향상율을 보였다. 또한 2,4-D 결핍배지에서 89%가 정상 체세포배로
발달하였으며, 5 mM aspartic acid와 asparagine이 포함된 배지에서 각각 91%
와 89%로 대조구보다 정상 체세포배 형성율이 높거나 같았다. ABA 처리농도가 증
가할수록 정상 체세포배 발생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정상적인 체세포배의 발
생수는 뚜렷하게 감소하여 4 mg l-1 농도로 첨가시 대조구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단, ABA 처리 후 sodium alginate로 종피를 씌운 인공종자의 발아율은
대조구에 비하여 감소하여 정상 체세포배 발달에는 용이하지만 발아율은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4℃에서 48∼72시간 저온처리를 하였을 때 정상 체세포배가
더 많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온처리는 인공종자의 발아율 향상에도 도움
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oh et al., 1990).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절 간

배발생 캘러스 유도, 체세포배 발생
Soh et al. (1990)
및 인공종자 유도

논 문

줄 기

체세포배 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

Choi et al. (1986)

관련문헌
1. Choi YE, Yeo UD, Soh WY. 1986.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let regeneration from stem-callus of Cedrela sinensis Juss.
Korean Journal of Plant Tissue Culture. 13(1): 61-70.
2. Soh WY, Yeo ED, So SS. 1990. Artificial seed production and
somatic embryogenesis from the cultured cell of Cedrela sinensis
Juss. Korean Journal of Plant Tissue Culture. 17(4):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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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L.) DC.

번식특성
종자는 채종 후 젖은모래에 묻은 후 늦가을이나 이듬 해 이른 봄에 파종한다.
무성번식 방법으로는 접목을 이용한다. 대목으로는 실생 2~3년생의 초피나무나
산초나무 묘목을 이용하며, 접순은 새가지에서 2월 중순 잘라 붙인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5년생 초피나무의 신초 정단과 잎 절편을 0.01% tween 80액에 5분간 표면세
척 후 1% NaOCl (0.01% tween 80 혼합) 15분간 표면살균하였다. 이 후 멸균수
로 세척한 후 95% 알코올에 침적 후 다시 멸균수로 3회 세척하여 배발생캘러스
유도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Song et al., 1991).

❍ 다신초 유도
종자로부터 유도된 기내 식물체의 생장점에서 다신초를 유도하여 식물체로 재분
화하였다. 생장점은 0.5 mg l-1 BA, 3% 자당, 0.3% phytagel이 포함된 MS 배지
에서 40일간 배양하였을 때 98%의 다신초가 유도되었다. 유도된 식물체는 2 mg
l-1가 포함된 배지로 계대배양하였을 때 98%의 발근이 유도되었으며, 경화과정을
거쳐 식물체로 재분화되었다(Hwang and Hwang, 2003).

❍ 부정아 유도
기내 식물체의 잎과 액아를 포함한 마디조직을 MS와 B5가 혼용된 배지에 2
mg l-1 2,4-D 단용 혹은 2 mg l-1 BA와 2 mg l-1 NAA를 혼용하여 첨가한 배지
에 치상하였을 때 황녹색의 캘러스가 유도되었다. 유도된 캘러스로부터 신초유도
는 1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서 증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마디 이상
신장된 신초를 0.1 mg l-1이 첨가된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식물체 재분화 및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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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Lim et al., 1993).

❍ 체세포배 발생
배발생캘러스 유도를 통한 부정배 발생이 보고되었다(Song et al., 1991). 신초
정단 절편을 0.5 mg l-1 2,4-D가 포함된 MT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배발생캘러스
유도율이 가장 높았다. 유도된 캘러스로부터 부정배 발생은 0.1~0.5 mg l-1
2,4-D 단용, 0.1 mg l-1 2,4-D와 0.5 mg l-1 ABA 병용 혹은 식물생장조절제가
포함되지 않은 배지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정배 발생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500 mg l-1 맥아추출물, 0.3% 활성탄, 5% 자당과 0.1 mg l-1 2,4-D가 포
함된 700mg l-1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Song et al., 1991; Song and Chi,
1995). 또한 NH4NO3(3,300 mg l-1)와 KNO3(3,800 mg l-1)를 각각 2배로 증가
시키고 2, 4-D를 각각 0.1 mg l-1을 첨가는 체세포배의 발생 효율을 높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Song and Chi, 1995). 발생된 부정배는 식물생장조절제가 들어있
지 않은 배지에서 가장 많은 개체가 정상식물체로 분화되었다(Song et al., 1991).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기내식물체 생장점

다신초, 발근유도

Hwang and Hwang
(2003)

논 문

기내식물체 생장점,
마디

캘러스유도, 부정아유도

Lim et al. (1993)

논 문

신초정단, 잎

배발생 캘러스 유도,
체세포배 발생

Song et al. (1991)

논 문

신초정단, 잎

배발생 캘러스 유도,
체세포배 발생

Song and Chi (1995)

관련문헌
1. Hwang SJ, Hwang B. 2003. An Efficient in vitro propagation of

Zanthoxylum piperitum D.C.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11(4): 316-320.
2. Lim HT, Kim JH, Yeonung YR, Song YN. 1993. Establ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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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pagation system of Zanthoxylum piperitum DC. through in

vitro culture. Journal of Agriculture Science. 5: 83-91.
3. Song WS, Oh SD, Park EH, Yu SO. 1991. In vitro propagation of

Zanthoxylum piperitum DC. Ⅰ.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
regeration. Korean Journal of Plant Tissue and Culture. 18(1):
17-25.
4. Song WS, Chi HJ. 1995. In vitro propagation of Zanthoxylum

piperitum DC. Ⅱ. Effect of NH4NO3, KNO3 and casein hydrolysate
on somatic embryogenesis. Journal of Oriental Botany Research.
8(2):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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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헛개나무

Hovenia dulcis Thunb.

번식특성
가을에 성숙된 종자를 채취하여 노천매장한 후 봄에 씨껍질을 제거하여 파종한
다. 생장이 빠르고 맹아력이 강하다.

기내배양현황
❍ 초대배양
헛개나무의 체세포배 발생을 위한 연구 재료로 과피가 제거된 열매를 황산 원액
에 20~40분간 침지 후 흐르는 물에서 황산을 제거하여 표면소독에 이용하였다.
표면소독을 위하여 종피는 제거하였으며 70% 에탄올에 1분, 2% NaOCl에 20분
간 소독 후 멸균수로 수회 세척하였다. 혹은 에탄올 침지 후 0.1% 벤레이트 용액
에 처리한 후 NaOCl에 침지하였다. 배를 분리하여 1/2 MS 배지에 치상하여 배양
재료로 이용하였다(Eom et al., 2002; Park et al., 2012). 성숙목 및 1년생 묘목
의 채취한 액아 절편체는 70% 에탄올에 20초간 침지 후 0.5% NaOCl 에 tween
20을 첨가하여 30분간 표면소독 후 세척하여 이용하였다(Echeverrigaray et al.,
1998).

❍ 액아배양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
기내 식물체의 줄기 절편체를 1 cm로 절취하여 배지와 식물호르몬의 종류를 달
리하여 치상하여 신초유도 효율과 생장을 조사하였다. 신초유도는 호르몬 단용처
리시 WPM 배지에서는 1 mg l-1 kinetin이 효과적이었으며, 병용처리시 MS 배지
에서는 0.1 mg l-1 NAA와 0.1 mg l-1 TDZ 처리가 가장 효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신초생장은 WPM 배지에서는 0.5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서 신장생장이 우수
하였다(Park et al., 2012). 다른 연구에서는 1.0 mg l-1 BA처리시 신초유도 수가
가장 많았으며, 신장생장은 식물호르몬이 첨가되지 않은 2MS 배지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06). 유도된 신초는 1 mg l-1 IAA가 포함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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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뿌리 발생시기가 빠르고 가장 많은 수의 뿌리가 유도되었으며, 정상식물체
로 유도되었다. 신초 유도시 청색과 적색의 LED 처리에 비하여 형광등원 하에서
신장생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ark et al., 2012). 유령목과 성숙목
에서 채취된 액아를 0.5 mg l-1 BA와 0.5 mg l-1 IAA가 포함된 1/3 MS 배지에
배양하였을 때 4∼5주 후 신초가 유도되었다(Echeverrigaray et al., 1998). 유도
된 신초는 0.1 mg l-1 IBA가 포함된 1/3 배지에서 정상식물체로 유도되어 순화되
었다.

❍ 부정아 유도
기내 발아 후 7~14일 된 식물체의 자엽과 잎 절편체를 NAA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였을 때 최대 43.6%까지 신초가 유도되었다(Eom et al., 2002). 기내 엽절
편체를 2,4-D와 kinetin이 각각 1 mg l-1이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여 유기된 캘러
스로부터 0.2 mg l-1 GA3와 1 mg l-1 kinetin이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여 신초를
유도하였다(Li et al., 2009).

❍ 체세포배 유도
접합자배로부터 배발생캘러스를 유도와 체세포배 발생이 보고되었다(Eom et
al., 2002). 접합자배는 0.1 mg l-1 BA와 1 mg l-1 2,4-D 병용 혹은 0.1 mg l-1
BA와 1 mg l-1 NAA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발생캘러스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캘러
스는 1 mg l-1 GA3를 처리하여 배 발아를 촉진시켰으나 자엽은 발달하지 못하고
하배축 신장 및 유근이 발생한 형태의 유묘를 생산하였다.
또한 배발생캘러스의 대량생산을 위한 현탁배양 시 30℃ 조건에서 유도율과 생장
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18~20℃에서는 체세포배로 전환되었다(Li et al., 2006;
Yang et al., 2013). 유도된 체세포배의 유식물체 전환은 무기염의 양을 1/3으로
낮춘 MS 배지에서 줄기신장과 뿌리유도에 적합하였다.

❍ 발근 유도
신초유도를 위하여 6주간 배양된 식물체를 WPM 배지에 1 mg l-1 IBA를 처리
하였을 때 발근유도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Park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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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러스 유도를 통한 항상화 활성 평가
기내에서 유도한 캘러스와 야생형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2.5 mg l-1
NAA와 BA가 포함된 배지에서 유도하여 비교하였다(Ribeiro et al., 2015).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야생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캘러스 추출물에서 소거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 분

절 편 체

재분화 방법

저 자 (연도)

논 문

액아

식물체 재분화

Echeverrigaray et al.
(1998)

논 문

접합자 배

체세포배 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

Eom et al. (2002)

논 문

기내식물체 잎

캘러스 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

Jeong et al. (2009)

논 문

배발생캘러스

배발생캘러스 증식 및 체세포배
유도

Li et al. (2006)

논 문

캘러스

캘러스 항산화활성 측정

Ribeiro et al. (2015)

논 문

접합자 배

배발생캘러스 증식 및 체세포배
유도

Yang et al. (2013)

관련문헌
1. Echeverrigaray S, Mossi AJ, Munari F. 1998. Micropropagation of
raisin tree (Hovenia dulcis Thunb.) through axiallary bud culture.
Journal of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7: 99-102.
2. Eom SH, Shin DY, Lee HY, Kim MJ, Kim JD, Choi WC, Heo K, Yu
CY. 2002.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 regeneration of Hovenia

dulcis Thunb.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10(1):
41-45.
3. Jeong MJ, Song HJ, Park DJ, Min JY, Jo JS, Kim BM, Kim HG, Kim YD,
Kim RM, Karigar CS, Choi MS. 2009. High frequency plant
regeneration

following

abnormal

shoot

organogenesis

in

the

medicinal tree Hovenia dulci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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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9-65.
4. Li CH, Kim NY, Kim MJ, Cho DH, Lee DW, Lee JG, Lim JD, Yu CY.
2006.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 regeneration in embryogenic
cell suspension cultures of Hovenia dulcis Thunb.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14(4): 255-260.
5. Park MY, Wang F, Eom SH, Lee SW. 2012. In vitro shoot propagation
derived from stem and shoot tip in Hovenia dulcis var. koreana
Nakai by plant growth regulators and light resources.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20(1): 47-53.
6. Ribeiro IG, Gayer CRM, Castro TC, Coelho MGP, Albarello N. 2015.
Compact callus cultures and evaluation of the antioxidant acitivity
of Hovenia dulcis Thunb. (Rhamnaceae) under in vivo and in vitro
culture conditions. Journal of Medicinal Plants Research. 9(1): 8-15.
7. Yang J, Wu S, Li C. 2013. High frequency secondary somatic
embryogenesis in Hovenia dulcis Thunb. through solid and liquid
culture.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20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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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번식특성
가능에 채취한 종자는 과육을 제거 후 저온저장하여 파종한다. 영양번식도 가능
하며 휴면지나 반숙지로 삽목을 한다.

기내배양현황
캘러스와 부정아 유도 과정을 거쳐 식물체로 재분화하기 위하여 배축, 유엽, 엽
과 화뢰 절편체가 사용되었으며, 절편체별로 적정배지 조건이 연구되었다. 또한
엽절편체로부터 유도된 캘러스는 배발생캘러스가 포함되어 이를 분리하여 체세포
배로 유도하였다.

❍ 부정아 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
성숙 종자를 저온처리를 통해 기내에서 발아 후 배축을 절편체로 부정아를 유도
하였다. 배축 절편체를 MS 배지에 2% 자당, 0.01 mg l-1 NAA와 0.1~0.5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 치상하여 부정아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신초는 0~0.1 mg l-1
NAA와 0~0.3 mg l-1 BA가 포함된 배지에 계대배양하여 다신초를 유도하였다. 발
근은 3 mg l-1 IBA가 포함된 배지를 0.4% agar로 경화시켜 유도하였으며, 유도된
식물체는 버미큘라이트에 순화하여 정상 식물체로 생장하였다(Smith and Jernstedt,
1989).

❍ 배유배양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
접합자배의 배유 절편을 2.2 μM (1 mg l-1) BA와 2.7 μM (1.4 mg l-1) NAA
가 포함된 MS 배지에 8주간 배양하였을 때 미성숙 배유에서 50% 가량과 성숙 배
유에서 14%의 초록색 캘러스가 발생되었다. 발생된 캘러스는 4.4 μM BA와 0.5 μ
M IBA가 포함된 MS 배지에 계대하여 8주간 배양하였을 때 미성숙과 성숙 배유로
부터 유도된 캘러스에서 각각 5.6%와 13.4%가 신초 원기로 발달되었다. 발달된 신
초는 4.9 μM IBA가 포함된 WPM 배지에서 2주와 식물생장조절제가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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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g l-1 활성탄이 포함된 WPM 배지에서 4주간 배양하였을 때 85%가 발근되었
다. 유도된 8개체는 3배체로 조사되었으며, 미성숙과 성숙 배유로부터 각각 0.42%
와 0.34%의 3배체 식물체가 각각 유도되었다(Thammina et al., 2011).
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접합자배

캘러스 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

Thammina et al. (2011)

논 문

기내식물체 배축

확인

Smith and Jernstedt (1989)

관련문헌
1. Thammina C, He M, Lu L, Cao K, Yu H. 2011. In vitro regeneration
of triploid plants of Euonymus alatus 'Compactus' (Burning Bush)
from endosperm tissue. HortScience. 46(8): 1141-1147.
2. Smith CC, Jernstedt JA. 1989. In vitro development of adventitious
shoots in Euonymus alatus (Celastraceae). 41: 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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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황칠나무

Dendropanax morbiferus H.Lév.

번식특성
종자번식의 경우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한 후 노천매장 후 이듬해
파종한다. 삽목을 할 경우는 봄에 가지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기내배양현황
액아를 절편체로 사용하거나 종자로부터 기내 식물체를 확보하여 배양재료로
활용하였다.

❍ 초대배양
종자를 저온(5℃)에서 1개월간 저장한 후 온수(20℃)에 8시간 침종하여, 95%
에탄올에 1분과 2% NaOCl에 15분간 표면소독 후 멸균수로 수세하여 MS 배지
에 치상하였다(Choi and Yun, 2001). 혹은 3개월간 저온처리 후 포화수분 상
태에서 24시간 침지한 후 70% 에탄올에 1분과 NaOCl에 15분간 침지하였다
(Bae et al., 2009).

❍ 신초유도 및 식물체 재분화
신초유도를 위하여 기내 식물체의 경정을 1 cm 크기로 절단하여 치상하였을 때
0.1~1 mg l-1 BA와 0.5~1 mg l-1 NAA를 혼용으로 처리한 MS 배지가 효과적으
로 나타났다. 유도된 식물체는 1 mg l-1 NAA가 첨가된 MS 배지에서 발근을 유도
할 수 있었다(Choi and Yun, 2001).

❍ 부정근 증식
기내 발아체로부터 부정근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편체 부위, 옥신의 종류와 농도
별로 생물반응기 내에서 증식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Ba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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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절편체

재분화 방법

저자 (연도)

논 문

기내식물체 경정

신초 및 발근유도

Choi and Yun(2001)

논 문

기내식물체

부정근 유도

Bae et al. (2009)

관련문헌
1. Bae KH, Kim JA, Choi YE. 2009. Induction and in vitro proliferation
of adventitous root in Dendropanax morbifera.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36(2): 163-169.
2. Choi SC, Yun KW. 2001. In vitro propagation using shoot tip culture
in gold tree (Dendropanax morbifera Lev.). Korean Journal of Crop
Science. 46(6): 46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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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ation

70

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BA (BAP)

6-benzylaminopurine

B5

Gamborg medium

DKW

Driver Kuniyuki Walnut medium

GA3

gibberellic acid

IAA

indole-3-acetic acid

IBA

indole-3-butyric acid

MS

Murashige and Skoog

MT

Murashige and Tucker

NAA

1-naphthaleneacetic acid

PEG

polyethylene glycol

PPM

Plant Peservative Mixture

Rip

ribofuranosyl-isopentenyl adenine

SH

Schenk and Hildebrandt medium

TDZ

thidiazuron

UM

Uchimiya and Murashige

WPM

Lloyd and McCown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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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2011.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2011.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2012.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딱정
벌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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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2012.
2011 산림재해백서. 2012.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2012.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2012.
홍릉 숲에 사는 나비. 201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개발. 2012.
거제수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2.
임업경제동향 2012/봄. 2012.
낙엽송의 개화결실 특성과 종자결실 증진. 201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한국개미분포도감(2007~2009). 2012.
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1996-2011). 201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산림작업안전매뉴얼. 2012.
제주도의 착생식물. 2012.
인도네시아의 REDD+: 인도네시아 국가전략 및 일본의
시범사업 사례. 2012.
환경정화용 산림유전자원-호랑버들. 2012.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2012.
목조 패시브하우스 설계기술. 2012.
그린 목조주택 설계 도면집. 2012.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변환 공정을 이용한 바이오오일의
생산과 이용. 2012.
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운영표준. 2012.
한국나비분포변화 1938-2011. 2012.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리 방안.
2012.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외국도입수종재의 성질 및 용도. 2012.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이 지구환경 및 인간의 신체발달
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2012.
임목종자의 저장과 종자수명. 2012.
대기오염과 수목피해. 2012.
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복분자딸기. 2012.
북한의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Ⅸ). 2012.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영국․독일편-. 2012.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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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임업경제동향 2013/봄. 2013.
503. 포플러 유전자 발현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매뉴얼.
2013.
504. 산림생명공학 Q&A 자료집. 2013.
505. 소아 환경성 질환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지침서. 2013.
506. 임업경제동향 2013/여름. 2013.
507. 헛개나무 간기능 개선 및 숙취해소 효과. 2013.
50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 2013.
509. 남부산림권역 곰솔 자원 및 임분관리. 2013.
510. 수목대사체 분석 및 응용. 2013.
511. 청량리 홍릉터의 역사와 의미. 2013.
512.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방(사방-자연과의 공존). 2013.
513. 조선시대의 산사태 및 낙석피해 기록. 2013.
514. 특용수종 음나무 및 두릅나무 재배기술. 2013
515. A List of Monocotyledonous Plants from Jeju
Island. 2013.
516.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II). 2013.
517. 한국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와 잡초. 2013.
518. 방부처리목재의 경시적 야외 내후성 변화. 2013.
519. 목재 에너지림을 위한 단벌기 경영기법 : 독일 바덴 뷰르
템베르크주(州)의 사례. 2013.
520. 전과정평가를 통한 국산 원목의 수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13.
521.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술과 공정. 2013.
522. 우리나라 근대임업(양묘, 조림)에 대한 시험연구 자료.
2013.
523. 산림토양진단 방법과 활용. 2013.
524. 산림수자원조사 표준 매뉴얼. 2013.
525.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조사ㆍ분석 매뉴얼.
2013.
526. 목재생산을 위한 작업도(로) 시설 방법. 2013.
527. 마가목. 2013.
52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산림거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3.
529. 대경간 목구조 건축 해외사례 모음집. 2013.
530.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모니터링. 2013.
531. 임업경제동향 2013/가을. 2013.
532. 산림작업용 장비 및 임목수확시스템. 2013.
533.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2013.
534.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주요국의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전략.
2014.
53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4.
536.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Ⅹ). 2014.
537. 국제산불심포지엄을 통해본 산불연구 및 정책동향. 2014.
538. 2013 산림재해백서. 2014.
539. 임업경제동향 2013/겨울. 2014.
540. 일본 지자체의 산촌진흥 및 산촌재생을 위한 추진시책과
사례. 2014.
541.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목재이용기술 100선). 2014.
542. 산림과학 실험분석 적합화를 위한 선형 및 비선형 모형.
2014.
543.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4.
544. 임업경제동향 2014/봄. 2014.
545.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기법과 그 응용. 2014.
546. 숲속의 독버섯.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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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량 연구.
2014.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풍
부도의 변화예측. 2014.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
조정. 2014.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Island. 201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
축률 측정. 2014.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2014.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나노셀룰로오스. 2014.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2014.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산채 증식기술. 2014.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임업경제동향(겨울).2015.
2014 산림재해백서.2015.
물을 키우는 숲. 2015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201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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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입체위성영
상 분석 매뉴얼. 2015
597.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변천(1975~2010년). 2015
598. 일본 산림의 기능과 평가. 2015
599.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협력전략(CPSF)수립. 2015
600.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2015
601. 2015년 임업경제동향 봄호. 2015
602. 기관운영전략 및 계획. 2015
603. 녹지유형별 노린재의 분포와 다양성. 2015
604. 홍릉숲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과 경제적
가치평가. 2015
60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606. 임업경제동향(여름호). 2015
607.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 2015.
60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파리 풍부도
의 변화 예측. 2015
609.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유전간벌. 2015.
610. 수목의 유전공학. 2015
611. 옻나무의 유용물질 분리 및 구조동정. 2015.
612. 염화칼슘에 의한 주요 수종의 생장 및 생리반응 특성.
2015.
613.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5.
614. 폐광지 및 폐채석장 복원 사례집. 2015.
615. 잔디 표준재배관리기술. 2015.
616. 관상산림자원(조겅주, 잔디)표준 생산 및 관리 기술. 2015.
617. 제6차 세계산불총회 발표 논문 분석 자료집.2015.
618. 차량용 목조교량 사례 및 설계예제집. 2015.
619. 차량용 목조교량 요소기술 개발 및 구조성능 평가.2015.
620. 다층 목조건축 사례 및 기술동향. 2015.
621.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연료, 반탄화 목재연료. 2015.
622. 바이오매스 반탄화 산업화 전망. 2015.
623. 마을숲 미래가치를 찾아서. 2015.
624. 주요 실내 사용 목재의 연소 특성. 2015.
625. 목재용 아미노계 수지 접착제. 2015.
626. 알기 쉬운 흰개미 방제 가이드북. 2015.
627.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버섯. 2015.
628. 최근 표고재배기술. 2015.
629. 밤 수확과 저장. 2015.
630.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631. 글로벌 임목육종 현황과 미래 전략. 2015.
6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교본. 2015.
633. 일본의 산지토사재해 방지대책. 2015
634.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63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및 조림. 2015.
636. 소나무·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기술동향. 2015.
637.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망 선정 기법. 2015.
638. 2014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5.
63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가을호. 2015.
640. 임목수확시스템 및 안전작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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