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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은 한 개체(나무)로부터 무성적으로 번식시킨 동일한 집단으로 ‘클론임업
(clonal forestry)’은 우수한 특성을 지닌 수종을 선발하여 영양번식기술을 이용하여
증식·조림하는 임업을 말한다. 특히 클론임업은 생산성 향상효과가 30~60%로 높아
미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산림부국에선 테다소나무, 라이아타소나무, 유
칼리나무 등의 대량증식에 활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칼리나무, 셍온 등 생장이 빠르고 목재의 재질이 우수한 열대수
종에 대한 클론임업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맹아유도에 의한 삽목방
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양번식은 모수령, 생리적 상태, 클론 간 및 계절
에 따른 발근율 차이가 있고, 많은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배양기술이 새로운 번식기술의 대안으로 클론임업
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조직배양기술은 무균 하에서 식물세포나 기관을 유지 생장시키는 다양한 과정을 포
함학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 줄기, 뿌리 등의 기관이나 세포, 캘러스, 원형질체
등을 무균 하에서 유지 증식시키는 기술이다. 조직배양을 통한 기관분화 방법 중에서
액아 또는 부정아를 이용한 기내 식물체 증식은 모본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얻
기 위한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모본과 동일한 식물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칼리나무, 셍온 등 열대수종의 클론묘 증식기술 개발 연구에 적용되
어져 왔다.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클론임업은 주요 조림수종의 우량한 개체 혹은 선발클론의
증식을 통해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클론묘 생산이 가
능하며, 클론증식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균일한 묘목을 일시에 대량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조림비용 절감 및 노동력 분산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서는 우리 과학원의 산림생명공학과 클론개발연구실에서 얻어진 결과를 발췌하
여 정리한 것으로, 열대수종에 대한 식물체 재분화 체계를 확립하고 클론묘를 대량증
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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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온
(Paraserianthes falcataria (L.) Nielsen)

1. 셍온

목차

1.1 셍온 소개

셍

Paraserianthes falcataria (L.) Nielsen은 콩과(Fabaceae)에 속하며, 인도네시아
에서는 sengon 혹은 batay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Paraserianthes falcataria
는 그리스어로 Para는 ‘가깝다 혹은 밀접하다’, seri는 ‘실크’, anthes는 ‘꽃’, 즉 꽃이
실크와 같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최근에는 이 학명 대신 Falcataria

moluccana (Miq.) Barneby & J.W.Grimes 으로 재명명되어 불리고도 있다.
현재 셍온(sengon)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다목적 수종중의 하나이다. 인도
네시아에서는 1990년대 정부에서 조림을 위해 권장하는 수종의 하나였으며, 그 후
Sumatra, Java, Bali, Flores 그리고 Moluccas 등의 지역에서 주로 조림이 이루어
졌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수마트라(Sumatra)와 자바(Java)
지역에 식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에서는 전체 목재수요 중 P. falcataria가
20% 정도의 공급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Java와 west java 지역에서는
소규모 자작농가들의 조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Varis 2011), 250만ha
에 이르는 마을의 공동 소유림(community forest)중 P. falcataria의 비율이 47%로
과반수를 이루고 있다. 주로 산업적 목적의 조림을 위해 주로 식재되는 수종으로 생장
이 빠르고, 토양 적응력이 띄어나 조림용도로 각광받고 있으며, 공업용 판넬이나 합판
(plywood)으로 가공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상업적 목적과 전통방
식의 농장경영방식에 있어 중요한 수종이며, 최근 천연림의 감소로 인하여 목재산업을
위한 주요한 공급원으로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수종이다. 열대지역에 광범위하게 분
포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토양의 질소고정을 통한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해 광범위
한 지역에 조림을 진행하고 있다(Sasmitamihardj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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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마을 공동소유림(community forest)에서 바나나 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는
셍온(좌), 식재 되어 있는 5년생 셍온(우)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Java)지역에 혹병(gall rust)이 유행하면서 셍온 생육
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것에 감염된 나무는 결국 고사하게 되므로, 생산량의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산림부(FORDA)에서는 혹병 저항성
개체를 선발하였고, 이 선발목의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조직배
양 방법 중 기관분화는 무성증식(삽목 혹은 접목 등)이 어려운 선발된 병저항성 개체
등의 증식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이용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선발된 셍
온 병저항성 개체의 증식에 있어 효율적인 적용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 셍온의 병저항성 개체 및 클론증식연구 중인 인도네시아 조직배양 실험실.
(좌) 클린벤치에서 식물체를 조직배양하는 모습, (우) 식물체가 생육 중인 배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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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종 특성

목차

셍온은 대형수로 수고 40m 이상 자라며, 첫 번째 수관은 20m 이상부터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직경은 100㎝ 이상으로 넓게 퍼지는 우산형 수관형태 이다. 부벽(butress)
은 작거나 없다. 표피의 특징은 백색, 회색 혹은 녹색을 띄며, 세로로 길게 무늬 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림 2-3. 시험림에 식재되어 있는 셍온(인도네시아)

셍온의 잎은 우상복엽의 형태로 엽장은 23∼30㎝ 정도의 길이이다. 엽병은 15∼20
쌍의 엽병들이 세로로 줄지어 마주보고 있으며 줄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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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셍온의 잎과 꽃.
(좌) 셍온의 꽃과 종자 꼬투리가 맺힌 모습, (우) 우상복엽 형태의 잎

1.3 분포
셍온은 인도네시아 자생수종으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및 호주 등지에 분포하
고 있으며, 천연 임분은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주변으로 흩어져 있다. 그 외에도 부르나
이, 카메룬, 피지,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미국 등의 열대지방 혹은 그와 유
사한 기후를 가진 나라에서도 식재되고 있다.

그림 2-5. 세계적인 셍온의 생태학적 분포지역(‘참고’의 국가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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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장

다양한 토양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하며, 비옥한 토양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조하거나
습한 토양 및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 염분 및 산성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셍
온

1.5 목재 특성
경량재이며 부드럽거나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재질이다. 목재의 색상은 심재는 백색
에서 연한 분홍이 도는 갈색이며, 변재는 노란색에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을 가진다. 수
령이 낮은 나무는 심재와 변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오래된 나무 일수록 심재와
변재 경계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목재밀도는 입방 당 230~500kg정도이고 목재 수분
함량은 12~15% 이다.

그림 2-6. 셍옥 목재(좌) 및 가공된 합판(우)

1.6 용도
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며 펄프, 제지산업 그리고 가구산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경량재 이기 때문에 베니어판, 합판재, 파티클보드, 서까레, 목재 판넬 등에 이용
된다. 실생활에서는 담배케이스, 성냥, 악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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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그림 2-7. 상업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셍온. (가) 바닥재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된 셍온, (나) 셍온목재를 사용하여 만들 가구, (다) 셍온을 재료로 제작한 기타

그 외 개인이 식재한 전통적인 형태의 농장에서는 카사바 및 열대과일나무 등과 혼
재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장작, 잎은 동물의 사료로 그리고 수피의 성분은 비누를 추출
성분은 비누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또한 방풍림 혹은 방화림, 도시에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가로수 용도로 식재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8. 인도네시아 고속도로에 가로수로 식재된 셍온

1.7 혹병(Gall rust disease)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Java)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은 Uromycladium

tepperianum 이라는 녹병균에 의하여 발병되는 혹병(gall rust)이다. 현재 이 병은
12

(가)

(나)

목차

셍온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고사되어 이로 인해 목재
생산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여러 대학 등의 연구기
관에서는 이 병에 대한 저항성 개체의 선발 및 선발된 저항성 개체의 클론생산을 위한

셍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온

본 연구의 목적은 녹병균(rust fungus)의 일종인 Uromycladium tepperianum에
저항성을 가진 선발된 클론의 재분화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내병성개체의 증식과 이와
관련 형질전환연구를 위한 기반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아유도를 통한 식물체 재분
화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가)

(라)

(나)

(다)

(마)

그림 2-9. 혹병(Gall rust disease)에 감염된 셍온.
(가)∼(라): 혹병에 감염된 셍온 줄기 및 가지, (마) 혹병의 포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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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셍온의 연구 현황
2.1 셍온의 조직배양
셍온의 조직배양연구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다. Ravindran(1997)은 셍온의 종자발
아체의 절간을 재료로 부터 다경지(multishoot)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이토
키닌을 처리한 결과 zeatin 0.1∼0.5mg/L 첨가 배지에서 가장 높은 수의 줄기 유도되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Bon 등(1998)은 종자유래 액아절편으로부터 줄기를 유도
한 결과 사이토키닌과 옥신을 첨가한 배지보다 호르몬 무처리 배지에서 100% 줄기유
도율과 발근율을 보여 호르몬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서 줄기 유도율이 더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Sukarutinigsih 등(2002)은 자엽과 엽의 절간 절편으로부터 B5배지에
0.2mg/L BA를 처리한 배지에서 가장 높은 줄기 유도율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Ghosh 등(2010)은 BA, IBA 및 coconut milk가 첨가된 배지에서 부정아를 유도하였
고, Kim 등(2015)은 자엽과 본엽으로 부터 0.2mg/L BA를 처리한 배지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부정아를 유도하였다. 최근에는 셍온의 엽 절편을 재료로 5mM thidiazuron(TDZ)
처리배지에서 체세포배를 유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Ari et al. 2017). 셍온의 재분화
및 아배양을 이용한 신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로 BA처리에서 재분화가 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호르몬을 처리하지 않은 배지에서도 높은 줄기유도율
을 보여 셍온의 재분화 및 증식을 위해서는 저농도의 사이토키닌 및 옥신의 처리가 요
구되어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셍온의 조직배양 연구는 주로 종자 유래 유시절편을 재
료로 재분화 식물체를 유도한 논문들이 대분이다. 이는 성숙목 셍온의 줄기의 형태적
특성상 줄기절편을 이용하여 아배양이 어렵고 성숙목의 특성상 재분화 및 증식이 어렵
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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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셍온(Paraserianthes falcataria)의 조직배양 연구
Species

Paraserianthes
falcataria
(sengon)

Explants

목차

Induction

Reference

Nodal explant

Axillary bud

Ravindran 1997

single node

Axillary bud

Bon et al. 1998

Cotyledanary node
and axillary bud

Axillary bud

Sukarutinigsih et al. 2002

Leaf

Adventitious shoot

Ghosh et al. 2010

Cotyledon, hypocotyl,
Adventitious shoot
radicle, leaves
Leaflet

Somatic embryo

셍

Kim et al. 2015
Ari et al. 2017

3. 셍온의 부정아 유도를 이용한 재분화
3.1 식물재료
셍온의 종자유래 발아체를 부정아 유도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종자는 흐르는
물에 1시간 침지 처리하였으며, 그후 70% EtOH 1분 및 2% NaClO로 20분간 소독한
다음 멸균수로 3회 세척하여 발아배지에 치상하였다. 발아배지는 1/2MS (Murashige
and Skoog, 1962)배지에 2% sucrose 및 0.3% gelrite를 첨가하였고, 페트리디쉬 당
각 10개의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를 유도하였다. 배양조건은 1일 16시간 광조명(40μmol
-2

-1

m ·s

백색 형광등), 25±2℃로 유지되는 배양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2-10. 부정아 유도를 위해 사용된 셍온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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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기내에서 발아중인 셍온 종자 및 발아체

3.2 식물생장조절물질 종류, 농도 및 절편체 종류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종자발아는 발아배지에 접종 4일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자엽이 발생된 발아체는 자
엽, 본엽, 배축 및 유근을 부정아 유도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자엽과 본엽 절편체는 엽의
뒷면이 배지에 접촉되도록 치상하였고, 그외 배축과 유근 절편은 0.3㎝의 크기로 절단하
여 수평으로 유도배지에 치상하였다. 부정아 유도배지는 MS배지에 6-benzylamino
purine (BAP), meta-topolin (mT), thidiazuron (TDZ)을 각각 2.0과 4.0mg/L의
단독 처리한 것과 0.5mg/L BA와 1.0mg/L TDZ 혼용한 조합이며, 3% sucrose 및
0.3% gelrite를 첨가하였다. 각 절편체는 페트리디쉬 당 10개씩 치상하여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25±2℃로 유지되는 배양실에서 부정아 유도 시 까지 암배양 하였다.
배양 5주 후, 식물생장 조절물질 처리 및 농도에 따른 부정아 유도율, 부정아수 및 부
정줄기 길이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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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절편의 위치와 시기에 따른 부정아 유도를 위한 재료

3.3 절편체 채취 위치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선행연구결과에서 자엽절편체에서 만 부정아가 유도되었고, 특히 엽병이 붙은 절편
체에서 부정아 유도율이 가장 좋은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엽의 절편 위치에 따른 부
정아유도 차이를 구명하기 위해 자엽의 중간 부분을 횡으로 잘라 엽의 끝이 포함된 절
편과 엽병이 포함된 절편으로 나누어 부정아를 유도하였다. 유도배지는 부정아 유도율
이 가장 높았던 2.0 mg/L BA가 첨가된 배지에 3% sucrose와 0.3% gelrite를 첨가하
여 사용하였다. 절편체는 페트리디쉬 당 8개씩 치상하여 5반복으로 수행하였고, 배양
조건은 25±2℃에서 암배양 하였다. 배양 5주 후, 자엽절편체 채취 위치에 따른 절편
체 당 신초유도율과 부정줄기 유도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3.4 배지종류 및 염류농도에 따른 줄기생장 및 뿌리 유도 효과
완전한 기내식물체의 재분화를 위해 배지종류 및 염류농도에 따른 기내식물체 유도
를 위해 부정아로부터 줄기길이 및 뿌리유도를 수행하였다. 줄기신장 및 뿌리유도를
17

열대 조림수종의 조직배양 클론묘 생산

위한 배지는 MS, 1/2MS, WPM (Lloyd and McCown, 1981), 1/2 WPM배지 등
4종류를 사용하였고, 2% sucrose와 0.3% gelrite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배양 2주
후 1~3㎝의 길이로 생장한 부정줄기는 각각 한 개씩 분리하여 동일 배지에 치상 후
-2

뿌리를 유도하였다. 배양조건은 1일 16시간 조명(40μmol m ·s

-1

백색 형광등),

24±2℃로 유지되는 배양실에서 실시하였고, 배양 5주 후 줄기길이와 발근율을 조사
하였다

3.3 결과 및 고찰
3.3.1 배지 종류 및 절편체의 채취시기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Figure 1은 셍온의 발아체 자엽을 싸이토키닌 종류 및 농도를 달리한 처리구에 배
양 후 부정아 유도율 등의 효과에 대한 결과이다. 최대 부정아 유도율은 2.0mg/L BA
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11.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0mg/L BA+2.0mg/L
TDZ처리구에서 8.3%로 나타나 다소 부정아유도에 효과를 보였다. 최저 부정아유도는
2.0mg/L TDZ 단독처리구에서 2.2%로 나타났는데 BA와의 혼합처리구보다 그 효과
가 낮았다(그림 2-13). 그러나 위의 3가지 싸이토키닌류 조합외에는 전혀 부정아가 유
도되지 않아 싸이토키닌류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다소 그 효과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13. 셍온의 자엽절편 유래 사이토키닌 종류 별 부정아 유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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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체당 평균 줄기 유도수는 2.0mg/L BA처리구에서 13.2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는 2.0mg/L BA+2.0 mg/L TDZ 처리구에서 10.7개, 그리고 최저는 2.0mg/L
TDZ처리구(11.3개)에서 나타났다(그림 2-14). 유도된 부정아로부터 신장된 줄기길

셍

이 비교에서 또한 2.0mg/L BA처리구에서 25㎜, BA+TDZ혼합처리구에서는 20㎜,

온

그리고 2.0mg/L TDZ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15.6㎜로 나타났다(그림 2-14). 따라서
셍온의 발아체 자엽절편체로부터 부정아 유도율, 유도된 줄기 수 및 길이 등은 모두
2.0mg/L BA처리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식물호르몬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부정신초 유도수(상) 및 길이(하) 효과

Ghosh et al.(2010)은 셍온의 자엽절편체 배양 시 4.0mg/L BA 처리구에서 캘러
스 형성 및 부정아 유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Sinha and Mallick(199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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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g/L BA 처리구에서 부정아 유도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실험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부정아 유도배지에 배양 3주 후 뿌리 절편체를 제외한 모든 절편체
의 절단면에서 캘러스형성이 시작되었으며, 그 캘러스는 노란색을 띄며 수분이 많이
함유된 형태로 주로 유도되었고 일부 절편체에서는 흰색의 부드러운 솜과 같은 캘러스
가 형성 또한 관찰되었다. 배양 5주 후에는 부정아 형성이 되었으며, 발생된 부정아 모
두는 자엽절편체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림 2-15. 자엽절편 유래 부정아 클러스트(노란 화살표)

3.3.2 절편체 채취 위치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자엽절편체를 엽병 포함 엽절편과 자엽 포함 엽절편의 두 종류 절편체 부위를 나누
어 부정아 유도효율을 비교하였다(표 2-2). 그 결과 절편체의 종류에 따라 부정아 유도
율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엽병 포함 엽절편으로부터 80%의 유도율을 보인 반면, 자엽
포함 엽절편으로부터는 20%의 부정아 유도율을 보여 엽절편체 채취부위에 따라 큰 재
분화의 차이를 보였다(표 2-2). 절편체 당 유도된 부정아 수 비교에서는 엽병 포함 엽
절편의 경우 10.6개, 자엽 포함 엽절편에서는 9.3개를 보여 채취된 시료의 부위에 따
른 부정아 유도율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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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자엽절편체 유형에 따른 부정아 유도효과(MS배지+2.0mg/L BA)
엽절편체 유형

부정아 유도율(%)

부정아
유도수/절편당

셍
온

엽병 포함

80

10.7±1.9

엽병 미포함

20

9.3±2.1

엽병 포함 엽절편에서는 절단면과(그림 15) 엽병 부위에서 주로 부정아가 나타났다.
자엽절편체의 종류에 따른 부정아 유도율 차이는 엽의 구조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엽의 분화 시 엽병의 교차점에 증식지역(proliferation zone)이 존재하
며, 성엽이 될 때까지 위쪽으로는 본엽의 기관분화를, 아래쪽으로 엽병 기관분화에 관
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Ichihashi et al. 2011). 따라서 이러한 엽과 엽병
의 연결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조직의 유시성이 높고 세포분열 또한 활발하여 다른
부위의 조직보다 식물체 재분화 효율이 높다.

그림 2-16. 엽병이 포함된 엽절편체에서 유도된 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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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줄기 및 뿌리 유도
표 2-2는 배지종류에 따른 유도된 신초의 길이 및 발근율을 조사한 결과로서 신초
길이 비교의 경우 1/2M배지에서 3.2㎝로 가장 높았고, WPM배지의 경우 1.8㎝로 가
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표 2-3, 그림 2-16). 그러나 1/2WPM 배지에서는 다소 높은
2.5㎝의 신초신장을 보여 염류를 반으로 줄이는 게 다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MS배지와 WPM배지 모두 염류의 양을 반으로 줄인 것이 줄기신장이 좋았다. 발근율
비교의 경우 최대 발근율은 80%를 보인 1/2MS에서였고 최저 발근율은 1/2WPM배
지에서 30%로 가장 낮았다(표 2-3). 1/2MS배지의 경우 줄기신장과 마찬가지로 MS배
지와 WPM배지에서 1/2MS와 1/2WPM배지에서 2배 발근율이 더 높았다(표 2-3). 줄
기와 뿌리가 유도된 식물체를 다시 1/2MS배지로 옮겨 배양 5주 후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2-17).
표 2-3. 부정아 유래 부정신초 생장 및 발근을 위한 배지 효과 비교
배지

줄기길이(㎝)

발근율(%)

1/2MS

3.2±0.4

80

MS

1.8±0.2

38

1/2MS

2.5±0.5

67

MS

1.4±0.3

30

그림 2-17. 부정아로부터 분화된 부정 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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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셍온 자엽절편으로부터 재분화되어 분화 된 기내 식물체

본 연구에서는 목재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열대 속성수인 셍온의 부정아유도
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체 재분화 까지 기내배양 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식물생장조절물
질 종류, 농도, 배지종류 및 절편체 종류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율 및 발근율 등을 조사
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식물체 재분화기술은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셍온
의 곰팡이병의 내병성개체를 선발하여 이러한 재분화 기술을 적용시킴으로서 대량증
식 및 형질전환을 통한 수종의 품종개량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9. 재분화 식물체 및 포트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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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ellita는 도금양과(Myrtaceae)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서 일반적으로 largefruited red mahogany라고 불리워진다. 그리스어로 “eu”(잘), “calyptos”(덮여있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pellita라는 어원은 라틴어로 “pellitus”(표피가 덮여있
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잎의 표피와 관련되어 생긴 어원으로 추정된다. 원산지는 호주
와 파퓨아뉴기니이며, 브라질, 콩고,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남아프리카, 우루
과이 등에서 도입하여 많이 식재하고 있다. 이 수종은 해발 0~800m, 연평균 기온 동
계 4~9℃와 하계 24~34℃, 연평균 강수량 900~4000㎜에서 생육이 가능하며, 자연
서식지는 우림지대의 가장자리 등 열대 저지대나 하계 강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습
한 곳에서 생장이 빠르다. 토양은 사암에 있는 얕은 모래토, 얇은 모래가 있는 포드졸
성 토양과 심양토 등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개화는 4~6월 사이이며, 종자는 8~11월까
지 채취하며, 번식은 주로 파종 전 전처리가 필요 없이 직접 묘상에 파종한다. 또한 다
양한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하고 목재는 부두나 다리건설의 토목용, 집의 골격과 내부
바닥재 등의 건축재, 장식재로 쓰이고, 합판재료도 사용되며 더욱이 잎에서 필수 오일
(essence oil)을 추출하여 공업용, 미용품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수관이 커서 방
풍수 혹은 녹음수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수종은 또한 서리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
으며, 기타 유카리 수종에 비해 내병충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의 면적이 전 국토의 65%를 점유하고 있지만 목재 자급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속적인 조림과 육림관리를 통해서도 2040년의 목재 자급율
은 59%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수입 외재에 의존해야할 실정
이다. 따라서 해외 조림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
대비 탄소배출권의 확보, 그리고 2050년까지 100만ha 조림으로 국내 목재수요의
50% 충족 등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법인 혹은 개인융자를 통한 해외 조림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외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해외 조림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목재 자원을 개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수
입하거나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 목재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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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발된 목재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해외조림 사업안내
www.foa.go.kr).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 규모는 6개국에 약 6만ha가
조림이 완료 된 상태로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20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해외조림 사업
안내 www.foa.go.kr). 이중 인도네시아의 KTH사는 2003년말 까지 깔리만탄 동부지
역 24,050ha에 Eucalyptus pellita와 Acacia mangium를 주 수종으로 조림을 완료
한 상태이다.
한편,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이후 산림은 전 세계 인류의 생존전략을 위한 중요
한 재생자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해 각국이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나라
는 90년 대비 5%의 CO체제 연구’에서는 2002년 4월 이후 해외 조림확대를 통한 개
선안을 명시하고2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한국 역시 2002년에 비준되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 받게 되며, 환경부의 ‘기후 변화 협약 대응체제 연
구’에서는 2002년 4월 이후 해외 조림확대를 통한 개선안을 명시하고 있다(기후변화
협약 대응체제연구 최종보고서, http://www.gihoo. or.kr. 1997, 2002).
해외 조림 수종으로는 단벌기 생장이 가능한 Eucalyptus, Acacia mamgium 등이
주요 수종이며, 이중 유칼리속 수종은 생장이 빠르고 목재의 질이 우수하여 열대 및 아
열대 지방에서 많이 식재되고 있다. 이러한 수종들은 주로 클론임업의 형태로 실행되
고 있는데 클론임업(clonal forestry)이란 우수한 특성을 지닌 수종을 선발하여 영양
번식기술을 이용하여 증식. 조림 하는 임업을 말한다. 그 동안 여러 유칼리 속 수종에
서 클론임업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맹아유도에 의한 삽목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양번식은 모수령, 생리적 상태, 클론 간 및 계절에 따른
발근율 차이가 있고, 많은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배양기술이 새로운 번식기술의 대안으로 클론임업에 적용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배양 기술은 실생 번식이나 접·삽목 등 기존의 영양번식을 대체할 수 있는 번식
기술로 임목에서는 1980년대 이후 활성화 되었다. 조직배양 기술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증식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균일한 묘목을 일시에 대량생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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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량한 개체 혹은 선발클론의 증식을 통해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동부지역에서 조림수종으로 유망 시 되고 있는

Eucalyptus pellita의 효율적인 조직배양 번식 기술 개발을 위해 액아배양, 부정아 유
도, 발근유도, 기내접목, LED(Light-emitting diode) 배양 하의 생장 효과를 조사하
유
칼
리
나
무

였다.

2. 유칼리나무의 연구 현황
2.1 Eucalyptus의 이용 및 특성
Eucalyptus는 프랑스의 식물학자 Héritier De Brutelle가 1778년 오스트레일리
아에 있는 나무 하나를 Eucalyptus라고 명명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 까지 총 945종과 다양한 변이 종 들이 보고 되고 있다. 원산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며 몇 몇 종들은 필리핀, 서 티모르, 뉴기니에서 발견되었다. 많은 Eucalyptus 종들
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모로코, 포르투칼, 남아프리카, 스페인, 미국,
우루과이 등 세계 온대, 아열대 지역에 외래 조림수종으로 광범위하게 식재하여 사용
되고 있다. 재질이 단단하고 제재가 어려워 처음에는 신탄재로만 사용되었으나, 오늘
날에는 용재, 갱목, 종이 펄프, 섬유, 목탄, 필수 오일, 꿀, 탄닌, 풍치수 등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20,000ha의 조림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90% 이상이 지난 1955년 이후에 식재된 것이며, 약 50%는 지난 10년 이내에 조성
되는 등 최근에 이르기 까지 조림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칼리 속 수
종들은 또한 생장이 빠를 뿐 만 아니라 종류가 다양하여 세계적으로 펄프와 신탄재 그
리고 건축자재의 용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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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ucalyptus속 수종의 조직배양
Eucalyptus속 수종의 조직배양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체계적인 연구는 De
Fossard’s와 Durand-Cress well’s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Le Roux와 van Staden
(Le Roux 등, 1991)은 1991년 유칼리 속 수종의 조직배양 논문을 리뷰하여 204종을
배양 방법별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30종은 재분화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수종별로는 E. grandis, E. gunnii 그리고 E. citriodora, E. camaldulensis 등이 중
점적으로 연구 되었다. 28개의 수종에서 액아를 통한 기관분화 방법이 확립되었고,
8종에서 캘러스로부터 간접적인 기관분화가 수행되었으며, 체세포배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는 E. citriodora 와 E. gransdis에서만 보고되었다.
1991년 이후 2001년 까지는 65개의 Eucalyptus속 수종에서 조직배양 연구가 이
루어졌는데 40편의 논문은 실생묘를, 16편은 성숙목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6편은 기내 식물체를 재료로 하였다. 이 중 32편의 논문은 액아배양 등의 직접 적인 기
관분화, 25편은 캘러스를 통한 간접 기관분화를 연구하였고, 8편에서 만이 체세포배를
보고하였다. 과거 10년 동안 캘러스로 부터 식물체 재분화 체계가 확립된 수종으로는

E. globulus , E. urophylla, E. grandis hybrids, E. grandis×urophylla 등이다.
체세포배를 통한 식물체 재분화는 E. grandis, E. citriodora, E. dunnii와 E. saligna
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수종에서는 embryo-like한 형태가 유도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대량번식을 위한 Eucalyptus 미세번식은 어린 실생묘의 액아를 이용한 것이 대
부분이다. 최근 중국에서 E. pellita에 관한 재분화 실험이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매
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직접적인 기관분화 방법 중 에서 액아를 이용한 증식은 모본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얻기 위한 쉽고 배양법이 간편함, 짧은 시간 내에 모본과 동일한 식물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유칼리속 수종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다. 1960년대에서 1991년 사이
약 28개 수종에서 액아를 이용한 기내증식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1991에서 2001년
사이에는 약 18개 수종에서 이루어졌다(표 3-1). 2002년 이후에는 잡종 유칼리나무의
현탁 증식시험, E. Tereticornis 노령목의 재유령화 기내증식 시험, E. tereticor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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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grandis Hill ex. Maiden의 액아배양이 보고되었다.
표 3-1. 부정아 배양을 통한 유칼리나무의 미세번식(1990~2000)
연도
1991

수종

E. macarthurii

배양재료
Axillary buds

참고문헌
Le Roux와 Van Staden

〃

E. saligna

〃

〃

〃

E. smithii

〃

〃

〃

E. grandis×
E. macarthurii

〃

〃

1992

E. globulus

유
칼
리
나
무

Axillary buds from 4-5-years- old tree Bennett 등

〃

E. marginata

〃

〃

〃

E. sargentii

〃

〃

〃

E. occidentalis

〃

〃

〃

E. radiata

Axillary buds from mature branch

Chang 등

1994

E. grandis×
E. urophylla

Axillary buds from hedged branch

Jones와 van Staden

2000

E. tereticornis

Axillary buds from 4-years-old tree

Sharma와 Rananurthy

2000

E. grandis×
E. nitens

Axillary buds from 1-year old hdges

Mokotedi 등

2.2.1 PAA(Phenylacetic acid) 처리효과
PAA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옥신 유사물질로 고등식물과 하등식물에서 많이 발견된
다. 이 화합물은 밀과 귀리의 자엽초의 분석을 통해 옥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AA는 IAA(indole-acetic acid)보다 저장성이 뛰어나며, 고압멸균 후에도
다른 생장 조절제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줄기 신장과 부정줄기의 형성 촉진, 체
세포배 형성 그리고 옥신 이동과 효소활동 등이 연구되었다. Small과 Morris(1990)는

Phaseolus vulgaris L.의 줄기 생장촉진을 위해 PAA를 사용하였고, Hussain 등
(1999)은 Capsicum annuum에서 줄기 신장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Dhaka
와 Kothari(2002)는 Helianthus annuus L.의 배양에서 PAA 처리로 부정아의 신장
에 효과가 있음을 관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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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정아 유도
여러 가지 조직배양 기법 가운데 부정아 유도는 간접적인 기관형성의 대표적인 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칼리속 수종에서도 다양한 수종에서 부정아 유도를 통한 식물
체 재분화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을 이용 한 대량증식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성숙목의 재유령화를 통한 번식기술이 되며, 형질전환을 통한 식물체 재분화의
기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칼리속 수종에 대한 연구와 부정아 유도는 1960~1991년 사이 약30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이중 절편으로 사용한 식물체 부위별로는 자엽을 이용한 논문 6편, 배축
6편, 잎 6편, lignotuber 3편, 줄기 3편, 눈 3편, 배 2편 등이며(Le Roux, 1991),
1991~2001년 사이에는 자엽 3편, 배축 6편, 잎 5편, 배 1편 등으로 약 15편 정도의
부정아유도 결과가 발표 되었다(표 3-2; Watt, 2003). 대체적으로 재분화 능력이 높
은 자엽과 배축, 기내 유묘 등 어린 조직을 절편으로 시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에서는 기내 유묘의 잎과 절간 조직 그리고 기내 발아묘의 자엽과 배축을 절편으로 부
정아 유도를 시험하였다.

2.2.3 기외삽목
삽목을 이용한 번식 방법은 목본수종 영양번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성숙목의 경우 발근율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삽수의 연령
과 삽수 채취 부위, 삽목 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Blaster 등(1999)은 밤나무
의 유묘와 성숙목의 삽목시험에서 유묘의 발근율이 더 높은 것을 관찰하였고, Kibbler
(2004) 등도 Backhousia citriodoras의 삽목시험에서 유시재료가 성숙재료보다 발
근이 더 빠르게 이루어짐을 관찰하였다. 발근 촉진제로는 IBA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IBA는 auxin의 일종으로 NAA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근 촉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IAA 보다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유칼리속 수종에서는 Wilson(1998,
1999)은 줄기를 이용한 부정근 유도 실험을 하였고, Fett-Neto 등(2001)은 옥신 처리
와 빛에 의한 부정근 유도, Luciano 등(2004)은 온도에 따른 부정근 유도를 시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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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유칼리 수종의 기내 부정아 유도(1960~1999)
연도

수종

배양재료*

경로**

참고문헌

1969

E. citriodora

LT

IDO

Aneja, S. 등

1974

E. grandis

nodes

DO

De Fossard, R.A. 등

〃

E. obliqua

LT

IDO

Winton, L.L.

〃

E. viminalis

〃

1975

E. alba

H

IDO

Kitahara 등

1975

E. cladocalyx

C

IDO

Goncalves, A.N.

1979

E. citriodora

C

IDO

Lakshmi Sita, G.

1982

E.diverscicolor

seedling

IDO

McComb, J.A. 등

〃

E. globulus

nodular

〃

Oka, S. 등

〃

E. marginta

shoot tip

〃

McComb, J.A. 등

〃

E. marginta

C, P

〃

Bennett, I.J. 등

1983

E. citriodora

leaf, stem

〃

Gupta, P.K.

1986

E. sideroxylon

buds

IDO

Arya, H.C 등

E. viridis

〃

〃

〃

1987

E. camaldulensis

L

IDO

Muralidharan 등

1989

E. guunnii

H

DO

Franclet, A. 등

1990

E. dunnii

H, C

DO

Qin chang-Le 등

〃

E. globulus

embryo

DO

Young, R. 등

〃

E. grandis

H, C

DO

Qin chang-Le 등

〃

〃

Winton, L.L.

E. rudis

H, C

DO

Qin chang-Le 등

1991

E. grandis

H

IDO

Warrang 등

1994

E. grandis

L

IDO

Laine와 David

1995

E. grandis

L

IDO

Quorin와 Vieira

〃

E. urophylla

H

IDO

Tibok 등

〃

E. grandis ×E. urophylla

L

IDO

Quoirin와 Vieira

E. botryoides

shoot tip

IDO

Ito 등

〃

E. camaldulensis

〃

〃

〃

〃

E. deglupta

〃

〃

〃

〃

E. grandis

〃

〃

〃

E. camaldulensis

L

IDO

Mullins 등

〃

E. globulus

C, H, L

IDO

Azmi 등

1999

E. globulus

C, H

IDO

Bandyopadhy-ay 등

E. nitens

〃

〃

〃

1996

1997

〃

유
칼
리
나
무

* LT- lihnotuber; L-leaves; C-cotyledon; H-hypocotyl; P-petiole
** IDO - indirect organogenesis; DO - direct organ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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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내 접목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접목법은 계절적인 제약을 받고 수종에 따라서는 접목활착율
이 낮으며, 곰팡이와 세균에 의한 오염 그리고 접목 불화합성 등 여러 가지 제한이 따
른다. 이러한 접목법의 대안으로 무균과 높은 습도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내 미세
접목이 있다. 미세 접목은 바이러스의 제거, 성숙 조직의 재유령화, 연중 식물체의 생
산, 접수와 대목사이의 상호 친화성의 연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 pellita 수형목 클론의 기내 접목을 통해 재유령화를 통한 기내 증
식법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2.5 LED(Light-emitting diode) 처리효과
기내번식 환경에 있어서 식물체의 광합성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PPF(photosynthetic
photon flux)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수종에서 발표된바 있고, 광질(spectral quality)
또한 식물기관의 형태형성과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내배양에서는 광원으로 주로 냉백색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광원에는 생장
에 불필요한 파장을 포함하고 있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LED는 넓은 광파
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램프의 부피와 무게가 작고, 수명이 길며, 단파장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식물배양에 있어 작은 규모에서도 식물생장에 이상적인 빛을 공급함으
로써 집약적인 배양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높은 비율의 red 광과 far-red 광 사이의 조명은 식물의 길이 생장, 개화 및 기공의
형성을 촉진하며 식물의 해부적인 특성에 관여하는 파이토크롬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이중 red 광은 식물의 광합성 기구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잎에서 생성된 광합
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하여 여러 식물의 전분 축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반면, blue 광은 엽록소 형성, 엽록체 발달, 기공의 열림, 효소의 합성,
하루 동안의 광합성의 활동 그리고 광에 의한 형태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D를 이용한 목본류의 생장 실험으로는 Smith 등(1982, 1990)과, Warrington
등(1989)이 줄기신장과 유도, 정아우세에 의한 측지 유도에 미치는 여러 광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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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한바 있고, 유카리속 수종에서는 Hoad 등(1996)이 red와 far-red 광을 여러
비율로 처리하여 줄기증식과 발근 유도를 수행 한바 있으나 아직 E. pellita에 대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액아배양

유
칼
리
나
무

3.1 공시재료 및 방법
3.1.1 공시재료
인도네시아 Korindo 그룹의 KTH사로부터 Eucalyptus pellita 종자를 도입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기내배양은 파종 3주 후 5㎝ 정도로 자란 유묘의 정아 및 액아
를 절편으로 사용하였다. 표면살균을 위해 잎을 제거한 신초 줄기를 약 5㎝로 절단하여
50개 정도 30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tween 20을 두세 방울 넣고 흔들어 거품을
낸 다음 수돗물로 수회 씻어내었다. 다음 clean bench 안에서 70% 에탄올로 30초,
2% NaClO으로 5분간 표면살균하고 멸균증류수로 3~5회 세척하고 30분정도 침지하
였다. 그 다음 해부용 칼로 정아줄기는 약 2㎝ 길이로, 절간줄기는 액아가 1~2개씩 붙
도록 2~3㎝ 길이로 절단하여 준비된 배지에 1개씩 치상하였다. 절편은 배지별로 20개
씩 2반복을 두었다. 배지는 MS 및 1/2 MS 배지, DKW(Driver와 Kuniyki, 1984),
LM(Litvay 등, 1985), WPM (Llyod와 McCown, 1980) 및 GD(Gresshoff와 Doy,
1972) 배지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배지는 0.2mg/L BA, 3% sucrose를 처리하였고,
배지의 경화는 0.3% gelrite로 하였다. 배지의 산도는 NaOH와 HCl로 pH 5.7 조절
하고 15×2.5㎝ 유리시험관에 8mL 씩 주입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봉한 다음 121℃,
-2

-1

20분간 고압멸균 후 사용하였다. 배양은 1일 16시간 조명(40μmol m ·s

냉백색 형

광등), 온도 25±2℃로 조절되는 배양실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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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다경 및 발근유도
이상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증식에 가장 좋았던 DKW 배지를 선정하여 여러 농도의
BA(0, 0.01, 0.05, 0.1, 0.2, 0.5, 1.0mg/L)를 처리하여 다경 유도를 시험하였다. 다
경 유도는 시험관(15×2.5㎝)의 액체배지에 filter paper로 약 1.5㎝ 높이의 bridge
를 만들어 중앙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액아마디가 1~2개씩 붙도록 절편을 조제하여 치
상하였다. 한편 증식된 줄기의 발근은 1/2 DKW 배지에 NAA 농도별 처리(0, 0.01,
0.03, 0.05, 0.1, 0.2, 0.3, 0.5, 1.0mg/L)로 기내 발근을 시험하였다. 발근유도는 2%
sucrose, 0.3% gelrite로 경화하여 시험하였다. 배지의 조제 및 배양환경은 상기의 조
건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3.1.3 폿트묘 육성
발근된 어린 식물체를 꺼내어 흐르는 물로 gelrite를 잘 씻어 내고 준비된 상토에 이
식하였다. 상토는 peatmoss, perlite 및 vermiculrite를 등량 용적비(1:1:1 v/v/v)로
섞어 사용하였다. 배양토는 45×65×25㎝ 플라스틱 상자에 높이 15㎝까지 채운다음
식물체를 50~70개씩 이식하였다. 이식 후 충분히 관수하고 투명한 비닐을 덮고 다시
투명한 아크릴판을 덮어 수분을 포화 상태로 유지하며 온실에서 순화하였다. 이식묘는
매일 1~2회 정도 뚜껑을 열어 환기해 주고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하였다. 1주 후부터는
뚜껑을 자주 열어 외부에 점차 순화하였다.

3.1.4 PAA 처리 효과
액아 배양 시 줄기 증식에 미치는 PAA(Phenylacetic acid)의 처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약 3㎝ 길이의 정아줄기를 재료로 잎이 4-6장이 부착 되도록 절단하여 BA와의 공
조 처리로 증식효과를 시험하였다. DKW 배지에 0.1, 0.5mg/L BA와 0, 0.5, 1.0,
3.0mg/L PAA를 혼합 처리하고 3% sucrose, 0.3% gelrite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용기는 유리 병배지(100×50㎝)를 사용하였으며, 용기 당 4개의 줄기를 치상하고 처리
당 3반복을 두었다. 배지의 조제와 배양환경은 상기의 조건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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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초대배양
배양된 절편은 1주 후에 약 50%가 오염되었다. 오염원은 주로 박테리아 계통의 오
염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초대배양시 절편의 절반 정도를 폐기해야만 했다. 온
실의 상토에서 발아되어 자란 묘목인 것을 감안할 때 초대배양 시 이 수종의 오염제거
는 좀 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염이 안 된 줄기의 기내 증식이 효율적이
기 때문에 초대배양 시 오염 문제는 크게 문제시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한편 배양 3일
후부터는 절편의 기부로부터 페놀성 물질이 분비되어 배지를 검게 만들었다. 이러한
페놀성 물질은 배양기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심해져 배지를 검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배
지로 계대배양하지 않으면 줄기의 생장이 억제되고 심한 경우 줄기가 고사 되었다.
정아를 절편으로 치상한 것은 거의 하나의 줄기로만 자랐으나 절간 액아 절편은 대
부분 다경(multiple shoot)으로 유도되었다. 그러나 다경유도는 배지에 관계없이 절
편에 따라 차이를 보여 유전자형의 차이가 증식에 크게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지에 따라서는 DKW, 1/2 MS 및 WPM 배지가 비교적 정상적인 줄기 생장을 보였고,
나머지 배지는 저조하였다. 특히 GD 배지는 줄기생장 및 상태가 가장 저조하여 이 수
종의 증식배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2.2 다경유도
초대배양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DKW 배지를 선정하여 BA 처리 효과를 시험하였
다(그림 3-1). 초대배양에서 gelrite 고형배지를 사용 시 페놀성 물질의 분비가 하나의
억제요인으로 나타나 다경유도 시험에서는 액체배지에 filter paper bridge로 시험하
였다. 그 결과 페놀성 물질의 분비가 상당히 억제되었으나 절편에 따라서는 계속 문제
시되어 액체배지에서도 새로운 배지로의 계대배양이 필요하였다. BA 처리 농도에 관
계없이 대체로 다경유도가 가능하였으나 절편에 따라서는 하나의 줄기로만 자라기도
하였다. 하나의 줄기로 유도된 것은 잎의 발달이 좋고 줄기가 굵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일부 절편에서는 발근도 이루어 졌다. 다경으로 자라는 절편의 기부는 예외 없이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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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도의 캘러스가 형성되었다.
Mean s hoot no.
Mean s hoot length(cm)
7
6
5
4
3
2
1
0
Cont.

0.01

0.05

0.1

0.2

0.5

1

BA concen. (mg/L)

그림 3-1. E. pellita 부정아의 다경 증식에 미치는 BA 처리 효과

한편 잎의 색깔에 있어 진녹색, 연녹색 혹은 잎의 이면이 붉게 착색되는 것 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났고, 줄기에 따라서는 잎의 이면이나 가장자리에서 캘러스가 형성되어
잎이 오그라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양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생장형태는 유
전자형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배양조건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
되었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BA의 처리는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촉진 효과를 보
였으나 줄기의 생장은 억제되었다. 다경유도는 BA 1.0mg/L 처리 시 절편 당 5.8개로
가장 양호하였으나 생장은 매우 저조하였다. 전반적으로 다경유도 및 줄기의 생장상태
를 고려할 때 BA 0.1mg/L 수준에서 이 수종의 액아배양을 통한 증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액체배지에서 계속 배양 시 일부의 절편에서는 잎에서 유리
화(hyperhydration) 현상이 나타났으나 증식에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그림
3-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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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발근유도

발근은 배양 1주 후부터 가능하였다. 동일한 처리 조건에서도 절편에 따라 발근에 차
이를 보여 증식에서 관찰된 것처럼 유전자형의 차이가 발근에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잎이 정상적으로 전개되고 투명화가 안 된 줄기라면 NAA 처리 농도에 관계
없이 발근이 이루어져 이 수종의 기내발근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AA 처리
별 발근은 0.2mg/L 및 0.5mg/L 처리 시에 100% 발근되었고 특히 0.2mg/L 처리 시
1차 근(primary root)의 유도가 가장 좋아서 적정한 농도로 생각되었다(표 3-3). 무처
리구나 NAA의 저농도 처리 시에도 비교적 발근이 잘 되는 것으로 보아 이 수종은 내생
오옥신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발근되는 뿌리의 형태도 캘러스의 형성 없이
직접 뿌리를 내리고 뿌리의 발달도 여러 방향으로 잘 발달되었다(그림 3-2. C, D).
표 3-3. 기내 줄기의 발근에 미치는 NAA 처리 효과
NAA 농도
(mg/L)

발근율
(%)

1차 근의 수

0.0

40.0

3.0

0.01

42.9

4.3

0.03

71.4

7.0

0.05

85.7

7.2

0.1

71.4

8.2

0.2

100.0

6.0

0.5

100.0

4.7

1.0

85.7

4.2

※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1/2 DKW medium for 3 weeks

3.2.4 포트묘 육성
발근묘는 상토로 이식하여 3주간 순화 후 100% 활착되었다. 유묘는 균일하게 그리
고 비교적 빠르게 생장하였으며, 2개월 후에는 묘고 40㎝ 이상으로 생장하였다(그림
3-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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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PAA 처리효과
PAA 처리 결과 전체적으로 PAA 1.0mg/L 에서 증식 줄기수와 절간 길이, 절간수가
다른 처리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잎의 유리화 역시 PAA
1.0mg/L 가 다른 처리에 비해 잎의 유리화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2).
표 3-4. 줄기의 증식과 발근에 미치는 BA와 PAA 혼용 처리 효과
처리 농도
(mg/L)

줄기수

줄기 길이
(㎝)

절간수

발근율
(%)

투명화
(%)

BA 0.3+PAA 0.0

2.0±0.2

1.5±1.0

3.8±2.2

5.0

20.0

0.5

2.0±0.2

1.4±1.0

3.9±2.5

25.0

15.0

1.0

2.1±0.2

1.9±1.2

4.6±1.9

15.0

5.0

3.0

2.0±0.2

2.1±1.2

4.1±2.1

20.0

10.0

BA 0.5+PAA 0.0

2.8±0.8

1.0±0.9

3.2±2.6

0.0

15.0

0.5

2.7±0.9

0.8±0.7

2.7±1.8

0.0

15.0

1.0

2.9±0.9

0.9±0.6

3.0±1.8

0.0

5.00

3.0

2.4±0.6

0.9±0.6

2.7±1.9

5.0

30.0

A

B

C

D

E

F

그림 3-2. 액아배양을 통한 E. pellita의 미세번식.
A-액아로부터 유도된 신초; B-다경 유도; C-무발근(기저부 캘러스 형성);
D-발근묘; E-포트 활착묘; F-온실생작묘(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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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시재료 및 방법
4.1.1 잎과 절간조직 유래 부정아 유도
액아배양을 통해 증식된 식물체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식물체는 1/2 DKW배지에
서 약 4주간의 계대배양 주기로 1년간 유지된 식물체로 새로운 배지로 계대후 약 3주
된 것을 재료로 하였다. 배지는 MS 배지에 zeatin(1.0, 3.0mg/L)과 TDZ(0, 0.01,
0.02, 0.05mg/L)를 공조처리 하고, 3% sucrose, 0.3% gelrite를 처리하여 사용하였
다. 잎은 0.5×0.5㎝로 절간은 0.6㎝ 크기로 절단하여 처리 당 5반복으로 치상하였다.
잎 절편은 이면이 배지에 접촉되도록, 절간조직은 수평으로 접촉되도록 치상하였다.
배양은 처음 4주간을 암배양 상태로 두고, 그 후 동일한 새로운 배지로 계대하여 광조
건(40μmol m-2·s-1 냉백색 형광등, 16시간 조명)에서 4주간 배양 하였다.

4.1.2 자엽, 배축, 뿌리 이용한 부정아 유도
1/2 MS 배지에 파종하여 기내 발아 후 8일된 식물체의 자엽과 배축, 뿌리를 절편
으로 사용하였다. 부정아 유도는 MS 배지에 NAA(0.01, 0.2, 0.3, 0.5mg/L) 및
BA(0.1, 0.3mg/L)를 공조처리하고, 3% sucrose와 0.3% gelrite 처리로 배양하였다.
자엽은 중심맥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2개의 절편으로 나누어 발아개체 당 4개의 절편
으로, 배축과 뿌리는 0.4㎝의 크기로 잘라 배지에 수평으로 치상하였다. 자엽은 잎의
뒷면이 배지에 접촉되도록 치상하였다. 절편은 샤레 당 8~10개씩 치상하여 3 반복을
두었다.

4.1.3 다경유도 및 발근
처리별 잎, 절간 및 자엽과 배축에서 각각의 부정아는 DKW 배지에 0.2mg/L BA와
0.01mg/L NAA 를 처리하여 부정아의 생장 및 다경 유도를 시험하였다. 각 샤레에 절
편 5~6개씩 치상하였으며, phenol성 물질의 분비가 심하여 2주마다 동일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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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로 갈아주었다. 약 4주 후 줄기로 생장한 식물체는 병배지(100×50㎜)로 옮겨 다
경유도를 도모하였다.

4.1.4 부정아 유도의 조직검경
약 1주의 배양 시기별로 잎 절편을 임의로 택하여 1.5% glutarldehyde, 1.6%
paraformaldehyde, pH 6.8의 0.05M phosphate buffer에 넣어 4℃에서 24-48시
간 동안 고정시켰다. 다음 ethanol 농도별(30, 50, 70, 80, 90, 95, 100%)로 탈수 시
킨 다음 glycol methaacrylate (Technovit 7100, Kluzer, Germany)에 포매 시켰
다. Autocut microtome (Leica RM 2165, Germany)을 이용하여 3㎛의 두께로 박
편을 만들어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시켰다. 다음 0.1% periodic acid-Schiff’s(PAS)를
사용하여 탄수화물를 염색한 후, 0.05% Toluidine blue O로 5분 동안 2차 염색하였
다. 광학현미경(Leica D.M.R., Germany)하에서 조직을 관찰하였다.

4.2 연구결과 및 고찰
4.2.1 잎과 절간조직 유래 부정아 유도
배양 후 10일부터 캘러스가 형성 되었다. 잎과 절간 절편 모두 크림색으로 수분이
없고 딱딱한 상태의 캘러스를 형성하였다. 잎절편은 절편이 배지와 접촉된 모든 곳에
서 캘러스가 형성되었으며, 잎자루 부근에서 캘러스 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간 절편에서는 절단부위의 양쪽 끝에서 캘러스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점차 절편전체
로 캘러스가 형성되었다. 암배양 4주 후 동일한 새로운 배지로 옮겨 광배양 하에서 부
정아를 유도 하였다. 약 7일 후부터 진한 녹색과 크림색 그리고 붉은색의 반점이 생기
면서 부정 돌기가 형성 되었다. 이 붉은 반점은 아마도 sucrose의 영향이나, 유전적 차
에 의한 것으로 형성된 antocyanin으로 추비되어 절편을 갈색으로 변색시키며 서서
히 고사하였다. 형성된 부정 돌기는 추측된다. 부정아가 형성되지 않은 캘러스는
phenol류의 물질이 배양 6~7주 후부터 부정아 형태로 자라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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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잎 절편체에서 유도된 부정아와 신초.
A, B- 부정아 발생
C, D- 유리화로 인한 비정상 부정아
E, F- 부정아의 줄기 신장 및 증식(ba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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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절편의 부정아 유도는 zeatin과 TDZ의 단독처리 시 유도되지 않았으며, 혼용처
리 한 것에서만 부정아가 나타났다. 3.0mg/L zeatin과 0.01mg/L TDZ 를 공조 처리
한 조건에서 35%, 1.5mg/L zeatin 와 0.01mg/L TDZ를 처리한 조건에서 25%의 부
정아 유도율을 나타냈다(표 3-5). 한편 절간 조직에서는 생장조절제의 단독처리 하에
서 즉, 3.0mg/L zeatin 처리 시에 만 부정아가 유도되어 절편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
었다. 3.0mg/L zeatin에 0.01mg/L TDZ 처리 시 10%의 부정아 유도율을 보였으며,
0.02, 0.05mg/L TDZ 의 경우 2%의 부정아 유도율을 보였다(표 3-5). 부정아가 형성
된 절편 중에는 일부 유리화가 나타났다.
줄기 증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그림 3-3. E, F.). 또한 유도된 캘러스 주변에
붉은 반점이 생긴 돌기 조직에서 주로 부정아가 형성되어 생장조절제 조건과 탄소원의
작용에 의한 형태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5. 잎과 절간 절편의 부정아 유도에 미치는 다양한 사이토키닌의 효과
절편체
Leaf

사이토키닌(mg/L)
Zeatin

TDZ

1.5
1.5
1.5

0.1
0.01

3.0
3.0

0.1
0.01

3.0
Petiole

부정아
유도율(%)

부정아수
/절편체

40

0

0

30

0

0

24

25.0

3.3±1.2

41

0

0

69

35.0

4.7±2.6

40

0

0

1.5

0.01

40

0

0

1.5

0.02

44

0

0

1.5

0.05

47

0

0

1.5

1.0

49

0

0

3.0

0.01

41

10.0

1.5±0.6

3.0

0.02

47

2.1

1.0±0.0

3.0

0.05

49

2.0

1.0±0.0

3.0

1.0

47

0

0

TDZ : Thidiazuron
BA : 6-Benzyl-amino purine
Medium : MS medium

44

BA

절편체
수

4.2.2 자엽, 배축, 뿌리로 부터의 부정아 유도

목차

종자의 기내 파종 후 7일 및 14일 된 유식물체의 자엽과 배축을 사용하였다. 7일된
식물체의 자엽절편에서는 약 5~7일 후부터 절단된 면에서 부터 점차 캘러스가 형성되
었다. 14일된 자엽에서는 5~6일정도 캘러스 유도가 늦었으나 캘러스 형성율은 차이가
없었다. 배축 절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어 보다 어린 조직의 반응이 빠르게 나
타남을 보여 주었다. 암배양 상태의 캘러스는 크림색의 단단한 것과 수분이 많고 부서
지기 쉬운 것으로 형성되었으며, 광상태에서 단단한 캘러스의 경우 녹색과 크림색을
뛰었다. 배축과 자엽의 절편에서 캘러스유도는 거의 모든 처리구에서 이루어졌다(표
3-6). 암배양 후 광배양 상태로 옮기면 광배양 상태로 놓아둔 약 7~10일 후부터 녹색
과 크림색의 캘러스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고 돌기모양의 부정아가 형성되기 시작했
다. 약 14일 정도부터는 부정아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캘러스 유도는 배
축 절편에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자엽의 경우 돌기 조직의 형태로, 배축에서는 정상적
인 줄기의 형태로 부정아가 형성되었다. 돌기 조직은 구형단계의 체세포배 형태로 관
찰되었으나 조직검경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 부정아 유도는 자엽과 배축에서 모두 가
능하였고, 자엽과 배축은 BA 0.5mg/L 와 NAA 0.2mg/L 처리에서 44%와 14%로 가장
높은 부정아 유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정아는 차후 줄기유도 배지에서 정상적인
줄기로 재생되었고, 유도된 부정아가 많을 수록 줄기 재생도 양호하게 나타났다(그림
3-4). 자엽은 배축보다 부정아 유도율이 3배 정도 높았으며 파종 후 7일된 것이 14일
된 것보다 부정아 유도율이 높았다(표 3-6, 7).

45

유
칼
리
나
무

열대 조림수종의 조직배양 클론묘 생산

A

B

C

D

그림 3-4. 기내 종자 발아 유묘의 자엽에서 유기된 부정아 및 줄기 증식.
A, B-부정아 발생
C, D-부정아의 줄기 신장 및 증식(ba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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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내 종자 발아 후 7일된 유식물체의 부정아 유도에 미치는 생장조절제의 영향
생장조절제
(mg/L)

절편체

Cotyledon

Hypocotyl

Root

캘러스(%)

부정아 유도율(%)

부정아수/절편체

BA

NAA

0.2

0.01

83.0

7.0

1.3±0.6

0.2

0.2

100

2.5

1.0±0.0

0.2

0.5

100

0

0

0.2

1.0

100

0

0

0.5

0.01

100

35.0

5.7±4.00

0.5

0.2

100

44.0

5.5±2.7

0.5

0.5

97.0

0

0

0.5

1.0

100

0

0

0.2

0.01

59.0

0

0

0.2

0.2

98.0

0

0

0.2

0.5

100

3.6

1.0±0.0

0.2

1.0

100

3.0

1.0±0.0

0.5

0.01

95.0

0

0

0.5

0.2

95.0

14.0

4.2±2.7

0.5

0.5

100

2.8

1.0±0.0

0.5

1.0

100

0

0

0.2

0.01

71.0

0

0

0.2

0.2

100

0

0

0.2

0.5

100

0

0

0.2

1.0

100

0

0

0.5

0.01

100

0

0

0.5

0.2

100

0

0

0.5

0.5

100

0

0

0.5

1.0

1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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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6-Benzylamino purine
NAA : α-Naphthalene 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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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기내 종자 발아 후 14일된 유식물체의 부정아 유도에 미치는 생장조절제의 영향
생장조절제
(mg/L)

절편체

Cotyledon

Hypocotyl

Root

부정아
유도율(%)

부정아수/절편체

BA

NAA

0.2

0.01

92.0

13.0

2.1±1.2

0.2

0.2

100

0.0

0.0±0.0

0.2

0.5

100

6.0

1.5±0.6

0.2

1.0

100

0.0

0.0±0.0

0.5

0.01

81.0

11.3

2.5±1.4

0.5

0.2

100

15.0

2.3±1.9

0.5

0.5

100

3.2

1.5±0.7

0.5

1.0

99.0

0.0

0.0±0.0

0.2

0.01

57.0

2.1

1.0±0.0

0.2

0.2

100

1.5

8.0±0.0

0.2

0.5

100

3.8

3.0±1.0

0.2

1.0

100

0.0

0.0±0.0

0.5

0.01

51.0

0.0

0.0±0.0

0.5

0.2

84.0

13.0

5.8±5.0

0.5

0.5

100

9.6

2.1±1.5

0.5

1.0

100

4.1

1.0±0.0

0.2

0.01

17.0

0.0

0.0±0.0

0.2

0.2

100

0.0

0.0±0.0

0.2

0.5

33.0

0.0

0.0±0.0

0.2

1.0

100

0.0

0.0±0.0

0.5

0.01

61.0

0.0

0.0±0.0

0.5

0.2

100

0.0

0.0±0.0

0.5

0.5

100

0.0

0.0±0.0

0.5

1.0

100

0.0

0.0±0.0

BA : 6-Benzylamino purine
NAA : α-Naphthalene 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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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다경유도 및 발근

모든 절편에서 유도된 부정아의 생장 및 다경유도는 DKW 배지에 BA(0.2mg/L)와
NAA(0.01mg/L)를 공조처리 하여 사용하였다. 4주간 배양 결과 자엽 절편유래의 부
정아에서 줄기 생장 및 다경 유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줄기의 생장에 있어서도 절편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잎과 절간에서 유래의 부정아는 줄기의 생장에서 잎이 넓고 끝이
둥글며 연녹색을 띄었고 , 자엽과 배축유래 부정아의 줄기 생장은 잎이 진녹색 과 붉은
색을 띄며 잎의 폭이 좁고 잎 끝이 뾰족한 모양을 보였다. 증식 결과 잎유래의 부정아
는 절편 당 약 7개의 줄기로 생장 하였고, 절간은 6개인 반면, 자엽은 9개, 배축 약 8개
로 기내에서 보존해온 배양묘 보다 기내파종 후 발아 되 개체의 어린 식물의 자엽과 배
축에서 더 많은 줄기가 유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양절편의 유시성
(juvenility)에 따른 분화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거승로 생각되었다. 한편, 부정아의
줄기생장 및 다경유도 과정에서 일부 발근이 가능하여 자엽유래의 부정아 절편에서
59%, 배축은 42%발근되었으며, 잎과 절간조직은 각각 13%와 22%의 발근을 보였다.
절편에 따른 발근율의 이 같은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절편의 유시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여러 수종의 기내배양에서 발근력의 정도는 배양재료의 유시성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8. 부정아 유래 조직에 따른 줄기 증식 및 발근율 비교
기내 식물체

기내 종자 발아 유묘

잎

절간

자엽

배축

신초수/절편체

7.0±4.3

5.7±3.9

8.5±5.9

8.1±4.9

발근율(%)

13.0

22.0

59.0

42.0

※ Medium-DKW + BA 0.2mg/L + NAA 0.01 mg/L, sucrose 3%, gelrit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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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부정아 유도 조직 검경
배양 시기별로 잎 절편의 부정아 유도조직검경 결과 배양 5주 후부터 가시적인 부정
아 유도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부정아는 잎 절편의 표피세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그림 3-5).

A

B

C

D

그림 3-5. 잎 절편에서 유도된 부정아의 조직학적 관찰.
A-부정아 형성 세포 분열 단계; B-여러개의 부정아 원기가 생장하는 단계
C, D-부정아의 정단 분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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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시재료 및 방법
5.1.1 배양토별 삽목
1/2 DKW 병배지(100×50㎜)에서 생육중인 기내배양묘를 재료로 기외 삽목을 실
시하였다. 삽수는 정아부를 포함하여 잎이 4-5장 붙고, 절간은 3~4 마디로 길이가 약
3㎝ 되도록 삽수를 조제하였다. 상토는 5가지 상토 ① peatmoss+vermiculrite+
perlite(1:1:1 v/v/v), ② peatmoss, ③ perlite, ④ TKS2, ⑤ vermiculrite, ⑥ peatmoss+
vermiculrite+perlite+TKS2를 사용하였다. 한편 동일한 방법으로 삽목을 실시하여
IBA 처리 및 무처리에 따른 발근 및 시기별 뿌리 형성을 조직학 적으로 조사하였다. 발
근제 처리는 IBA 100ppm과, 대조구로는 Talc powder를 증류수로 반죽을 만들어
삽수기부에 묻힌 후 삽목 하였다. 상토는 vermiculrite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상자
(45×65×25㎝)에 15㎝까지 채우고 상자당 70~80개의 삽수를 이식하였다. 이식 후
충분히 관수 하고 투명한 비닐을 덮고 다시 투명한 아크릴판을 덮어 수분을 포화상태
로 유지하며 25℃로 유지되는 배양실에서 관리 하였다. 삽목묘는 매일 1~2회 정도 환
기를 시켜주고 건조하지 않도록 주 1-2회 관수하였다. 4주 후 생육상태 및 발근율을
조사하였다.
한편 삽목 후 3, 6, 9, 12일 시기별로 삽수를 채취하여 발근 부위의 조직검경을 통해
삽목기간별 부정근의 형성 과정을 관찰하였다. 조직검경을 위한 재료의 준비는 상기에
서 언급한 부정아유도의 조직검경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5.1.2 기내 접목
(1) 식물재료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KTH사 조림사업지(동부 깔리만탄 소재)에서 생육중인
4년생 Eucalyptus pellita를 대상으로 생장과 통직성이 우수하여 수형목으로 선발된
수형목 클론 1번을 공시목으로 사용하였다. 1번 클론의 영양번식을 위하여 나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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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하부로부터 삽수를 채취하여 온실에서 삽목묘로 육성하고 신초지의 액아배양을 통
해 줄기를 유도하여 기내접목을 위한 접수로 사용하였다. 액아배양은 기존의 방법
(Moon 등, 2003)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줄기는 기존의 증식배지에서 1㎝ 이상 줄기
신장이 어렵고 생장이 느리며, 발근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령(ortet age)의 영향
을 받아 기내생육이 저조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생장이 잘되는 실생묘의 기내
줄기를 대목으로 반복 접목을 통해 생리적 재유령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본 실험을 시작
하였다. 수형목 클론 1번의 접수(scion)는 증식배지(DKW + BA 0.1mg/L, sucrose 3%,
gelrite 0.3%)에서 생장중인 것으로 길이 0.5㎝ 정도의 정아 신초를 사용하였다. 대목
은 실생묘 유래의 기내식물로 유리병(10×5㎝)의 배지(DKW 기본배지, sucrose 2%,
gelrite 0.3%) 에서 증식중인 건전한 것(잎의 발달이 양호한 줄기 길이 4㎝ 정도의 발
근개체)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6. E. pellita의 기내접목

(2) 접목방법
기내접목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접법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접수는 1번 클론
의 기내 정아신초를 예리한 해부용칼(11호)로 약 0.5㎝로 절단하고 줄기하부를 v자형
이 되도록 절단하였다(그림 3-6). 접수의 조제는 줄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샤레에 멸균
수를 조금 넣고 그 속에서 절단하였다. 대목은 접수보다 다소 줄기가 굵고 잎이 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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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어 정상적으로 생장하는 식물을 택하여 줄기하부를 1㎝ 정도 남기고 절단한 다음
중간부위를 3㎜ 정도로 절개하고 준비한 접수를 그 사이에 끼워 넣어 접목을 완성하
였다(그림 3-6). 접목 후 1/2 DKW 기본배지에 조심스럽게 이식하고 배양실 하단
-2

-1

-2

-1

(15μmol m ·s , 16시간 일장)에 1주 정도 둔 다음 정상적인 배양상(40μmol m ·s ,
16시간 일장)으로 옮겨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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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결과 및 고찰
5.2.1 기외삽목
(1) 배양토별 삽목
배양토별 삽목 결과 vermiculrite에서 92.5%의 발근율을 보여 가장 발근율이 좋았
으며, 뿌리수 역시 평균 6.5개로 가장 좋았다. TKS2와 peatmoss의 단독처리는 발근
력이 저조하고 뿌리수도 다른 배양토 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상토에서 발
근력이 저조한 것은 통기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어 진다. 한편 어느 배양토
에서 나 발근된 개체는 직근과 더불어 세근이 발달이 양호하게 관찰되었다(표 3-9).
표 3-9. E. pellita의 삽목 시 배양토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
배양토

발근율(%)

뿌리수/삽수

Peatmoss

83.0

4.4±3.3

Verlite

89.0

5.2±2.3

TKS2

76.0

3.4±1.7

Vermiculrite

93.0

6.5±2.9

Peatmoss+Vermiculrite+Perlite

77.0

3.7±1.8

Peatmoss+Vermiculrite+Perlite+TKS2

91.0

4.0±2.3

기외 삽목 후 시기별 발근유도의 조직적 관찰을 위해 기내줄기를 IBA 처리 및 무처
리의 조건으로 vermiculrtie에 삽목 한 결과 IBA 처리한 것은 81%, 무처리에서는
57%의 발근율을 보였다. 뿌리의 생중량에 있어서도 IBA 처리 시 주효한 것으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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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장에 있어서도 무처리 시 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IBA 처리는 주근이 길고 세근이
많은 반면, 무처리 시는 주근이 굵고 짧으며, 세근발달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반면, 뿌리를 제외한 줄기 지상부의 생중량은 무처리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표
3-10).

A

B

C

D

그림 3-7. E. pellita의 기외 삽목.
A, B- 삽목 3주째 유묘; C- IBA 무처리 묘; D- IBA 처리묘(b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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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E. pellita의 기외 삽목 시 IBA 처리 효과
처리

발근율(%)

뿌리 생중량 (mg)

줄기 생중량(mg)

뿌리 길이(㎝)

Control

57.0

9.4±2.5

61.2±15.1

8.8±3.0

IBA+Talc

91.0

11.7±2.8

52.1±17.0

10.3±9.5

(2) 삽목 시기별 발근의 조직학적 관찰
삽목 당시의 줄기는 표피조직(epidermis)과 피층(cortex), 속(pith) 그리고 속 주위
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도관속 조직(vascular bundles)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줄
기의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형성층은 평평하게 3~4층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2차 목
부와 사부는 형성층에서 점차 세포질이 파생되어 구분 되고, 1차 사부의 둘레는 후막
조직이 끊어진 원형의 모양으로 관찰되었다. 부정근의 발달과 초기의 분열 시기는 삽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부정근의 형성과정은 일정하게 일치하였다.
삽목 3일 후 분열 세포들이 현저히 증가하며 분열 조직군(meristemoid)이 유관속
형성층과 1차 사부사이에서 나타났다. 분열조직군은 사부(pholem)와 유조직(parenchyma)
주위의 세포에 의해 분열되어진 결과로써 세포수의 증가를 통해 부피가 증가하여 밖으
로 향해 발달하였다. 6일 후 분열조직은 점차 극성을 뛰며 앞으로 나아가며 끝이 뾰족
한 상태의 뿌리원기를 형성하였다. 뿌리원기 세포는 내부에서 분열되어 목부(xylem)
를 포함한 관속조직 안에서 분열 되거나 유조직으로 남았다. 세포층에서 형성된 원기의
바깥쪽 층을 향해 세포가 분열하고 그 다음 뿌리골무(root cap)가 형성되었다. 12일
후 줄기 기부의 표면에 1~2개의 부정근이 나타났다.
부정근의 형성에 있어 핵과 핵인의 기능이 변한 세포의 초기 활동, 세포의 분화와 세
포질의 변화 등은 기내 배양을 통한 발근에 있어서 뿌리 원기 형성을 유도하는 첫번
째 단계라고 알려져 있다.
밤나무(Vieitez와 Vieitez, 1983), 사과(Hicks, 1987; Zhou, Wu와 Collet, 1992;
San-Jose 등, 1992; Harbage 등, 1993; Collet 등, 1994), 참나무(San-Jose 등,
1992), ivy(Geneve 등, 1988) 등은 뿌리원기 초기 형성층에서 직접 유래 되어졌다.
이 실험에서 역시 형성층 부위에서 뿌리 원기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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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미세접목(Micrografting)
(1) 기내 접목
접목 1 주 후에는 대목으로부터 액아가 생장하여 2~4㎜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액아는 접목활착을 방해하고 접수의 생장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있었
다. 액아의 제거는 무균상 안에서 핀셋으로 쉽게 분리가 되었는데, 주의할 점은 이 시
기에는 접수가 대목에 완전히 활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를 건드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접목 1주 후에는 접수가 활착되어 자라는 것이 관찰되고, 접목 3주 후에
는 접목부위에 캘러스가 형성되며 완전히 접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A

B

C

D

그림 3-8. E. pellita의 유령목을 이용한 미세접목.
A, B- 미세 접목 2주 째의 접목 및 액아 생장
C, D- 과다한 액아 생장으로 인한 접목 불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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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접목법과 마찬가지로 기내접목에서도 대목 및 접수의 상태가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접수는 과수화가 안된 정아신초를 사용해야 활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strada-Luna 등(2002)은 기내 미소접목의 실패 원인으로 1) 절단조직의
산화로 인한 접합 불능, 2) 상처조직의 세포분열과 조직팽대로 인한 것, 3) 대목의 액아
생장으로 인한 접수의 생장부진을 들었는데, E. pellita에서는 1차적으로 접수의 상태
가 중요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접목 후에는 대목에서 자라는 액아의 제거가 접목활착
및 차후의 생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페놀 물질의 분비로 인한 산화문
제와 접수의 건조로 인한 활착율 저하는 접수의 절단, 조제를 멸균수하에서 수행함으
로서 방지될 수 있었다.
접목 활착율은 반복 접목에 따라 증가되어 1차 접목 후 50%, 2차 접목 후 60%, 3차
접목 후에는 80% 이상으로 활착율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접목 후
에는 신초줄기의 생장이 다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잎의 크기가 증가되며, 1/2 DKW 기
본배지에서 발근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 재유령화(rejuvenation)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반복 기내접목에 의한 유시성의 회복은 수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데, Mneney와 Mantell(2001)은 cashew의 기내접목에서 4~6회의 반복접목으로,
Huang 등(1992)은 Citrus에서 최소 4회 이상의 반복접목으로 유시성이 회복될 수 있
다고 하였다. 반복접목을 통한 발근력의 증가는 재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뚜렷한 지
표로서 이미 여러 수종에서 발표된 바 있다.
기내접목은 성숙목의 재유령화 번식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무병주의 생산
그리고 homo grafting 혹은 hetero grafting의 방법으로 접수/대목간의 불화합성의
연구에도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수종에서 성숙목의 기내배양은 오
염제거, 페놀성분의 억제, 생장저하, 줄기생장 및 발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증
식이 어려운 상태로 있는데, 미세접목을 통한 재유령화 기술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는 기내접목의 방법으로 E. pellita 수형목의 효율적인 번식이 가능함
을 보여주었고, 일단 반복접목 후 유시성을 회복하여 발근된 개체는 다시 조직배양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증식이 가능하고, 더욱이 발근된 개체를
mother stock으로 조성하여 삽수채취용으로 이용하면 온실에서의 대량삽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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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된다.

E. pellita 4년생 조림지에서 선발된 수형목은 생장 및 통직성에서 매우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나 클론번식에 의한 재적증가가 기대되지만 모수령으로 인한 삽목발근이 어
렵고 조직배양 반응도 저조하여 실용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성숙목
의 벌목 후 근주맹아를 유도한 다음 삽목을 통한 대량번식이 적용되어 왔으나 선발 수
형목이 제거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내접목을
이용하면 선발모수를 보존하면서 재유령화를 통한 무성번식이 가능하여 이 수종의 개
량을 위한 육종프로그램의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내접목법은 성숙
목의 상변화(phase change)에 관련된 기초연구의 자료로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한
편 4차 접목 후 자란 줄기는 기외삽목으로 발근이 가능하였으며, 인공상토(peatmoss
: perlite, 1:1 v/v)에서 정상적으로 생장하였다(그림 3-9).

그림 3-9. 기내 미세 접목 후의 삽목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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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LED(Light-emitting diode)를 이용한 기내 생육
6.1.1 공시재료
1/2 DKW 기본배지에서 생장하고 있는 식물체의 정아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정아
신초지로 잎은 4~5장, 절간은 1~2마디로 2~3㎝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배지는
DKW 기본배지(sucrose 3%, gelrite 0.3%)를 플라스틱 용기〔100×40㎜, Gaooze
(주)〕에 80mL씩 넣어 사용하였다. 환기처리 효과를 cork borer로 지름 14.5㎜의 환
기구멍을 만든 후 milipore membrane filter로 밀봉한 것과, 무처리의 두 가지를 사
용하였다. 절편은 샤레 당 7개씩 치상 하여 5반복으로 실시하였다.

6.1.2 LED(Light-emitting diode)를 이용한 생육환경
LED 시스템은 LED 램프〔좋은 인상(주)〕를 배양상〔Vision(주)〕에 장착하여 사용하
였다. 각 5개의 배양상은 온도 25℃, 70%의 상대습도를 유지하였다. 광 처리는 4가지
LED 광원을 사용하였으며, 형광등을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1) fluorescent light,
(2) red, (3) blue, (4) red : blue(5:5 phototon flux density) (5) red : blue(7:3
phototon flux density)를 사용하였다. 모든 광질 처리는 40±2μmol m-2·s-1을 동
일하게 사용하였다. 배양 4주 후 생육상태 및 엽록소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6.1.3 엽록소(chlorophyll) 및 카로티노이드(carotenoid)함량 분석
각 광질하에서 생육한 식물체 조직의 엽록소 및 카로티노이드 함량 분석은 80%
aceton을 처리하여 냉암소에서 48시간 동안 추출하고, 자외-가시 분광광도계
(UV-Visible Spectroscopy, Agilent 8453, Germany)를 이용하여 chlorophyll a
는 663.2nm, chlorophyll b는 646.8nm 그리고 carotenoid의 함량은 4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Lichtenthaler(1987) 법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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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결과 및 고찰
광질별로는 청색광이 절간신장을 촉진시키고, red : blue(5:5)는 절간신장을 억제하
는 경향을 보였다. 환기를 시킨 처리구의 경우 청색광을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정아부
에 callus가 생겼으며, 엽이 넓고 액아 발달을 억제(신초수)하여 건전한 개체로 발달하
였다. Benxu cheng 등(1992)은 높은 농도의 sucrose 사용 시 절편 기부와 잎에 캘러
스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기 처리한 배양용기에서 생육한 식물체의 정아부에
생긴 캘러스는 높은 sucrose의 농도에서 CO2의 공급이 활발해 지면서 광합성과 식물
의 대사 작용이 활발히 진행 되어 배지내의 영양분 흡수 역시 빠르게 일어나 많은 양의
carbon source가 정아부에 축적되어 정아부 잎에 캘러스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길이 신장의 경우 청색광 하에서 환기시킨 처리구에서 3.9㎝로 가장 길이 신장이
높았으나 도장지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fluorescent lamp, red LED, red : blue
(5:5)순으로, red : blue(7:3)광 에서는 길이 신장이 가장 저조하였다. Tanaka(1999)
는 Eucalyptus와 딸기묘에 red light를 대조구로 하여 red light와 blue light의 비율
을 달리한 실험에서 red light는 식물체의 초장을 도장 시키는 경향을 타나내어, 혼합
광의 경우 비율에 따라 식물체의 초장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blue
light에서 도장지형태의 줄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액아수의 경우 청색광을 제외하고
는 환기시킨 것이 환기시키지 않은 것 보다 액아의 발생이 적게 나타났다. 잎수, 절간
수는 청색광과 청색과 적색의 5:5 혼합광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표 3-11, 그림
3-11).
총 생중량은 환기를 시킨 청색광, 형광등, 적색과 청색 5:5 혼합광, 적색광, 적색과
청색 7:3 혼합광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물체의 충실을 나타내는 건물율은 환기시킨 청
색광과 적색광하에서 21.7%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광이 높아짐에 따
라 건물율도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3-12).
광질별 엽록소의 함량은 일반배양과 함께 환기시킨 red : blue(5:5)광에서 20.1μg/g
FW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광합성에 관여하는 carotenoid 함량도 형광등과 청색광을
제외한 전처리구에서 환기 처리한 일반배양보다 높게 나타났다. Fujiwara와 Koz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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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는 기내 배양 용기의 환기처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내 식물체의 생육이 증가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strawberry와 Brassica campestris의 생육 역시 배양 용기를
환기시킨 것에서 환기하지 않은 것보다 생육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ozai와
Sekimoto, 1988; Kozai 등, 1991). 또한 엽록소 함량 역시 환기 처리한 것이 처리 하
지 않은 것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Rehmannia glutinosa에서 역시 환기 처리한
것에서의 엽록소의 함량이 처리 하지 않은 것과 2배 정도 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Cui
등, 2000). 이 결과 청색광 하에서 줄기 길이와 생중 건중, 절간수, 절간 길이가 높게
나타났지만, 약간의 줄기가 도장지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엽록소함량과 carotenoid의
함량이 적색과 청색광 5:5 혼합광 처리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색광 과 적
색과 청색광 5:5 혼합광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1. 광질에 따른 E. pellita의 생장
광질*

환기**

초장
(㎜)

액아수

잎수

절간수

절간 길이(㎜)

정아 캘러스
형성율
(%)

Flu

V

28.5±0.7

5.8±1.0

8.1±1.4

3.2±0.6

3.3±0.6

36.0

N

24.1±5.1

8.0±2.1

3.8±0.6

3.9±0.8

3.6±1.5

0

V

39.6±10.5

7.6±2.2

8.9±2.3

4.6±0.9

8.3±6.5

0

N

33.8±14.4

6.2±1.9

4.0±0.8

3.3±0.6

9.1±6.6

0

V

23.3±4.7

4.0±0.9

7.9±1.2

3.7±0.5

3.7±1.3

86.0

N

32.0±7.2

5.5±0.9

4.0±0.0

3.2±0.6

6.4±4.3

0

V

22.4±5.0

6.1±0.9

8.5±0.9

3.8±0.4

3.1±1.3

64.0

N

23.2±6.5

7.0±2.0

5.1±1.4

3.7±1.0

3.4±1.8

0

V

21.1±3.3

3.3±1.1

7.0±1.0

3.4±0.6

3.3±1.1

79.0

N

21.3±12.6

7.5±2.8

4.7±1.7

3.8±0.9

3.7±2.5

0

Blue

Red

R:B(5:5)

R:B(7:3)

* Flu-fluorescent lamp ; R-red LED; B-blue LED
** V-ventilation ; N-no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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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광질에 따른 E. pellita의 생중량과 건중량
광질

환기*

생중량(mg)

건중량(mg)

건물율**

Flu.

V

190.4±59.2

40.6±1.4

21.3

N

118.6±49.5

23.1±12.6

19.5

V

215.8±167.5

46.8±31.8

21.7

N

158.6±116.2

24.5±8.8

15.4

V

128.5±45.8

27.8±11.4

21.6

N

163.7±63.0

33.6±8.2

20.5

V

144.8±73.6

29.3±13.9

20.2

N

127.7±60.3

23.9±11.6

18.7

V

107.7±43.5

23.2±9.4

21.5

N

153.5±101.1

24.6±16.0

16.0

Blue

Red

R:B(5:5)

R:B(7:3)

* V-ventilation; N-no ventilation
** (Dry weight / Fresh weight)× 100

표 3-13. 광질에 따른 E. pellita의 엽록소 함량
Ca**
(㎍/g FW)

Cb***
(㎍/g FW)

Total
chlorophyll
(㎍/g FW)

Ca/b

V

15.2±0.3

9.3±0.4

24.5±0.7

1.6±0.0

3.5±0.8

F

N

7.0±0.4

4.3±0.4

11.3±0.8

1.6±0.1

2.5±0.3

B

V

9.1±1.3

5.6±0.6

14.7±1.9

1.6±0.1

2.6±0.3

B

N

7.7±1.5

4.1±0.7

11.8±2.2

1.9±0.0

2.2±0.3

R

V

11.0±0.8

11.0±0.4

17.1±1.2

1.8±0.1

3.6±0.4

R

N

8.0±1.6

4.4±0.7

12.4±2.3

1.8±0.1

3.8±0.8

R:B(5:5)

V

12.9±3.6

7.2±1.9

20.1±5.5

1.8±0.1

4.3±1.1

R:B(5:5)

N

9.4±3.2

5.2±1.5

14.6±4.6

1.8±0.1

3.7±1.5

R:B(7:3)

V

11.5±2.7

6.3±1.9

17.8±4.6

1.8±0.1

3.7±0.7

R:B(7:3)

N

8.3±1.9

4.6±1.0

13.0±2.9

1.8±0.1

2.7±1.1

광질

환기

F

*

* V-ventilation ; N-no ventilation
** Chlorophyll a
*** Chlorophyll b
**** Chlorophyll a / Chlorophyl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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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다양한 광질(LED)하에서의 E. pellita의 생장 및 형태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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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임산물품질인증지침. 2004.
228. 두릅나무 및 음나무 재배기술. 2004.
229. 임업경제동향 2004년/가을. 2004.
230. 표고와 송이의 최근 재배동향. 2004.
231. 기후변화 협약 관련 IPCC 우수실행지침. 2004.
23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2004.
233. 2004 토요세미나 자료집. 2005.
234. 임업경제동향 2004년/겨울. 2005.
235. FSC 산림인증 심사용 Check list. 2005.
236. 임업경제동향 2005년/봄. 2005.
237. 목재 유통구조 분석. 2005.
238. 광릉시험림 천연소나무림 실태조사. 2005.
239.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2005.
240. 임업경제동향 2005년/여름. 2005.
241.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5.

242. 임산물품질인증지침(개정판). 2005.
243.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244.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2005.
245. 임업경제동향 2005년/가을. 2005.
246. 항공사진 입체표본철. 2005.
247. 이차대사산물 생산공장으로서의 식물세포배양. 2005.
248. WTO/DDA 목재류 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2005.
249.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 분석 자료. 2005.
250. 독일가문비나무의 생물학. 2005.
251. 잣나무의 엽록체 유전체. 2005.
25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Ⅱ. 2005.
253. 목침목의 할열 방지 및 폐침목의 재이용. 2005.
254.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쟁점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응방향. 2005.
255. 세계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005.
256.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6.
257. 임업경제동향 2005년/겨울. 2006.
258. 표고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06.
259. 임업경제동향 2006년/봄. 2006.
260.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2006.
261.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6.
262. 임업경제동향 2006년/여름. 2006.
263.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Ⅱ. 2006.
264. 수목의 오존내성 매카니즘과 피해반응. 2006.
265. 소나무재선충병의 국제 연구동향. 2006.
266. 수목의 생리활성 탐색. 2006.
267. 기내배양을 이용한 산림자원의 증식. 2006.
268.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II). 2006.
26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방법. 2006.
270. 액화목재의 제조기술 및 이용. 2006.
271. 임업경제동향 2006년/가을. 2006.
272. 제주시험림 생태관광타당성 조사. 2006.
273.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2006.
274. 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2006.
275. 북한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Ⅲ). 2006.
27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추이. 2006.
277. EU․일본의 임업보조금. 2006.
278.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279. 소나무의 유전변이와 유전자원보존. 2007.
280. 임업경제동향 2006년/겨울. 2007.
281.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2007.
282. 산림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2007.
283. 임업경제동향 2007년/봄. 2007.
284.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7.
285. 핀란드 및 독일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제. 2007.
286. 임업경제동향 2007/여름. 2007.
287. 대나무․대나무숯․죽초액. 2007.
288. 산림유전자원 표본목록. 2007.
289. 제주지역의 임목유전자원. 2007.
290. 일본의 산촌진흥대책 추진매뉴얼. 2007.
291. 개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2007.
292. FSC 산림경영인증 및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293. 임산물품질시험 인증지침. 2007.
29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2007.
295. 꽃송이버섯. 2007.
296.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Ⅲ). 2007.
297. 목질탄화물의 흡착이용. 2007.
298. 임업경제동향 2007/가을. 2007.
299.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템과 수치임상도
제작 사용자 매뉴얼. 2007.
300. 한국의 도시숲. 2007.
301. 리기다소나무림 관리방안. 2007.
302. FSC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303. 산불관리 원칙과 전략적 활동 지침. 2007.
304.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방안. 2007.

305. Post-2012 산림탄소 배출권 계정논의 동향. 2007.
30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7.
307.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308.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신경향. 2008.
309. 일본의 산림기능구분과 산림관리. 2008.
310. 임업경제동향 2007/겨울. 2008.
311. 을수동 산림생태지도. 2008.
312.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2008.
313. 임업경제동향 2008/봄. 2008.
314.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8.
315.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보고. 2008.
316.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2008.
317.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 2008.
318.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2008.
319. 산림작업용 장비. 2008.
320.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생장특성과 관리기술 -.
2008.
321. 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2008.
322.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2008.
323.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2008.
32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Ⅱ). 2008.
325.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발굴.
2008.
326.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ㆍ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008.
327.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08.
328.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2008.
329.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 2008.
330.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2008.
331.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2008.
332.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2008.
333.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소생물권.
2008.
334. 희귀 산림유전자원 보존 연구. 2008.
335.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2008
336.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2008.
337.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2008
338.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2008.
33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기법 II - 생태적 복원계획과 분석.
2008.
340.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2008.
341. 유럽 산촌지역의 현황 및 제도분석. 2009.
342.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9.
343. 임업경제동향 2008/겨울. 2009.
344.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2009.
345. 임업경제동향 2009/봄. 2009.
346. 항공영상 활용 현장조사 시스템(소프트웨어) 스탠드 얼론
버전(Stand Alone Version) 사용자 매뉴얼. 2009.
347. 산림입지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2009.
348.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민유림 총괄편. 2009.
349.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9.
350. 홍릉수목원의 보물찾기-버섯 99선. 2009.
351. 일본의 산촌지역 도농교류 우수사례. 2009.
352. 임업경제동향 2009/여름. 2009.
353. 일본의 보안림제도. 2009.
354.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국유림 총괄편. 2009.
355. 미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지도제작 프로그램. 2009.
356. 운문골 산림생태지도. 2009.
357. 미국의 도시녹지 탄소계정. 2009.
358. 식물호르몬 분석 실무. 2009.
359. 2009 한국의 산림경관 및 생태계 관리권역. 2009.
360. 일본의 포름알데히드방출 목질제품 관리제도. 2009.
361. 산림종자유전자원 DB 구축 현황. 2009.
362. 조경수 재배기술 관리. 2009.
363. 임업경제동향 2009/가을. 2009.
364. 산림 벌채 부산물의 압축화 기술. 2009.

365. 주요 조림수종의 양묘기술. 2009.
366.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2009.
367.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9.
36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009.
369. 산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2009.
370. 숲과 물이 만나는 수변림. 2009.
371. 잔불 재확산 방지 관리 기술. 2009.
372. 2008~2009 산림재해백서. 2009.
373. 중국 대나무 도감. 2009.
374.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for improving watershed
condition and poor household welfare in west Java,
Indonesia. 2009.
37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2010.
376.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10.
377. 1991~2009년 산불발생위치지도. 2010.
378. 임업경제동향 2009/겨울. 2010.
379.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010.
380. Cytokinin의 분자생리학. 2010.
381. 임업경제동향 2010/봄. 2010.
382. 백합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0.
383.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동정 매뉴얼. 2010.
384. Forest Eco-Atlas of Korea. 2010.
385.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제5차 수치임상도(1:25,000) 제작
매뉴얼. 2010.
386.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10.
387.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산방법. 2010.
388. 임업경제동향 2010/여름. 2010.
389. 지상부 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에 관한 주요국 연구 동향
분석. 2010.
390. 세계 산림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2010.
391. 옥외시설 및 건축외장재의 유지관리 매뉴얼. 2010.
392. Ligneous Flora of Jeju Island. 2010.
393. 지속가능한 난대림 산림경영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10.
394. 일본의 산림 탄소상쇄 사업 지침. 2010.
395. 백합나무 특성 및 관리. 2010.
396.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II). 2010.
397. 인도네시아의 산림․임업. 2010.
398.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유럽 및 미주-. 2010.
399. 임산물품질인증 지침. 2010.
400.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2010.
401. 임업경제동향 2010/가을. 2010.
402.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분포도. 2010.
40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 2010.
40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2010.
405.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2011.
406. 산림유전자원 현지외보존 현황. 2011.
407. 2010 산림재해백서. 2011.
408. 임업경제동향 2010/겨울. 2011.
409. 산림청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제166호 산개나리. 2011.
410.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2011.
411. 임업경제동향 2011/봄. 2011.
412. 홍릉 숲에 사는 개미. 2011.
413. 편백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1.
414. 산불감시카메라 가시권 분석을 통한 ‘산불탐지 가시권
지도’. 2011.
415.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현지조사지침서. 2011.
416.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ver. 2.0-.
2011.
417.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개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1.
418. 임업경제동향 2011/여름. 2011.
419. 곤충페로몬 및 식물체정유를 이용한 산림해충 방제제 개발.
2011.
420. 두륜산 산림생태지도. 2011.
421.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산림경영인증 재심사 보고서. 2011.

422. 2011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성과.
2011.
423. 방부목재 가이드북(개정판). 2011.
424.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2011.
42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녹색관광 추진사례. 2011.
426. 중국 대나무 도감 – 2. 2011.
427.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소아천식질환 가이드북. 2011.
428. 산림탄소순환마을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 2011.
429. 중국의 산림자원조사 체계. 2011.
430. 인도네시아의 CDM 국가 가이드. 2011.
431. 조선에 있는 산림과 전설. 2011.
432. 목질판상제품의 산업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2011.
433.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 2. 2011.
434. 산림미생물 유전자원의 관리. 2011.
435. 임업경제동향 2011/가을. 2011.
436. 산림유전자원 현지내 보존림 현황. 2011.
43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438. 미국의 도시녹지 수목 재적 및 바이오매스 평가. 2011.
439.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2011.
440.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 주요 결과. 2011.
441. 호두나무 재배기술. 2011.
442. 일본의 보안림 정비지침 및 카나가와현 산림정비 사례.
2011.
443.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진단 지침서. 2011.
44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2011.
445.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2011.
446.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2011.
447.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2012.
448.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딱정벌레. 2012.
449. 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2012.
450. 2011 산림재해백서. 2012.
451.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2012.
452.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2012.
453. 홍릉 숲에 사는 나비. 2012.
454. 단기소득임산물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개발. 2012.
455. 거제수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2.
456. 임업경제동향 2012/봄. 2012.
457. 낙엽송의 개화결실 특성과 종자결실 증진. 2012.
458.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59. 한국개미분포도감(2007~2009). 2012.
460. 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2012
461. 한국나비분포도감(1996-2011). 2012.
46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463. 산림작업안전매뉴얼. 2012.
464. 제주도의 착생식물. 2012.
465. 인도네시아의 REDD+: 인도네시아 국가전략 및 일본의
시범사업 사례. 2012.
466. 환경정화용 산림유전자원-호랑버들. 2012.
467.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2012.
468. 목조 패시브하우스 설계기술. 2012.
469. 그린 목조주택 설계 도면집. 2012.
470.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변환 공정을 이용한 바이오오일의
생산과 이용. 2012.
471. 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운영표준. 2012.
472. 한국나비분포변화 1938-2011. 2012.
473.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474.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리 방안. 2012.
475.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476. 외국도입수종재의 성질 및 용도. 2012.
477.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이 지구환경 및 인간의 신체발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2012.
478. 임목종자의 저장과 종자수명. 2012.
479. 대기오염과 수목피해. 2012.
480. 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481.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48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48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484. 복분자딸기. 2012.
485. 북한의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Ⅸ). 2012.
486.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영국․독일편-. 2012.
487.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488.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48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490.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491.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49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93.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494.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495.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496.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497.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498.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499.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500.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501.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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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르템베르크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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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548.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549.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550.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551.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량 연구.
2014.
552.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553.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55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4.
555.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556.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557.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558.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559.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560.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2014.
561.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562.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563.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Island.
2014.
56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축률 측정. 2014.
565.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566.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2014.
567.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568.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569.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570.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571.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572.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573.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57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575.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576.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577.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578.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579.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580.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581. 나노셀룰로오스. 2014.
58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2014.
583.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58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585.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586. 산채 증식기술. 2014.
587.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588.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589.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590. 임업경제동향(겨울).2015.
591. 2014 산림재해백서.2015.
592. 물을 키우는 숲. 2015
59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59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2015.
59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2015
596.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입체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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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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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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