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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근균의 분포 다양성, 종 증식과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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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균근
1 수지상균근의 특징
균근(mycorrhiza, 菌根)은 식물의 뿌리와 균류가 서로 탄수화물과 무기양
분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상리공생을 의미하며 육상생태계에서 가장 일반
적인 공생 관계이다. 균근은 뿌리에 균류가 공생하는 형태에 따라 외생균근
(ectomycorrhiza)과 내생균근(endomycorrhiza)으로 구분하는데 내생균근의
대표적인 균근의 형태는 수지상균근(arbuscular mycorrhiza) 이다. 수지상균근
은 식물의 피층 세포에서 ‘나뭇가지’와 같은 형태의 수지상체(arbuscule)를 형
성하기 때문에 수지상균근이라고 한다 (Smith & Read 2008).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담자균이나 자낭균의 균사와는 달리 수지상균근을 형
성하는 글로메로균(Glomeromycetes)의 균사는 식물의 피층 세포 내부로 침투
하여 수지상균근의 특이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균근이 발달함에 따라 식물의
피층에 내부 균사(intraradical hyphae)가 발달하며, 균사 코일(hyphal coil)이
나 소낭(vesicle), 나뭇가지 형태의 수지상체 등을 형성한다(그림 1-1). 소낭은
균사의 양분 저장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수지상체는 식물과 균류가 양분을 교
환하는 장소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모든 수지상균근이 소낭과 수지상체를 형
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vesicular-arbuscular mycorrhiza (VAM)으로 불리었
으나, 일부 균류가 세포내에 소포를 형성하지 않고 토양내에 유사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속세포(auxiliary cell)를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는
수지상균근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공생관계에서 식물은 균류에게 광합성을 통해 고정된 탄소를 제공하
고, 균류는 식물이 토양에서 인, 질소 등과 같은 무기 양분의 흡수를 도와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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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병원균이나 토양의 중금속 오염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저항성을 증
가시켜 식물 개체의 적응도와 군집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George et al. 1995;
Ruiz-Lozano et al. 1995; del Val et al. 1999; Jakobsen et al. 2003).
수지상균근은 화석과 분자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대략 4억 6천만년전부터 존
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 지구의 열악한 환경에 식물이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Redecker et al. 2000; Heckman et al . 2001). 현재
30만종이 넘는 육상 식물 가운데 80% 이상의 식물이 수지상균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선태식물에서부터 피자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통의 식물이 수지상균근을 형성한다(Wang & Qiu 2006).

┃그림 1- 1┃수지상균근
A, 수지상균근균의 포자, B-E, 뿌리의 피층세포에 형성된 수지상균근의 구조.
H: 내부균사(intraradical hypha), HC: 균사 코일(hyphal coil) V: 소포(vesicles), A: 수지상체(arbus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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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지상균근균의 분류
수지상균근을 형성하는 글로메로균 (Glomeromycetes)은 유성세대가 발견
되지 않았으며, 절대활물공생균으로 독립적인 분리 배양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분류학적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따라서 주로 토양에 형성하는 포자의
형태에 의존해 분류가 이루어져 왔다. 분류학적으로 글로메로균문 (phylum
Glomeromycota)에 속하는 글로메로균은 1990년대까지 형태 형질을 이용한
계통분류를 통해 접합균(Zygomycota)의 “Glomales” 목(order)으로 분류되었
지만(Morton & Benny 1990), rDNA의 염기 서열을 이용한 계통 분석 결과 이
들은 자낭균류 및 담자균류의 자매그룹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단계통군임이 밝
혀져 현재의 글로메로균문으로 분리되었다(Schüβler et al. 2001; 그림 1-2). 이
문에서 시아노세균과 공생관계를 갖는 Geosiphon pyriformis 을 제외하고 모든
종이 수지상균근을 형성한다.
최근에는 rDNA 및 β tubulin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현재의 글로메로균류의
분류체계를 확립하였으며(Msiska & Morton 2009; Schüßler & Walker 2010),
현재 4목 10과 20속으로 구성된다(Redecker et al. 2013; 표 1-1).

┃그림 1- 2┃SSU rRNA 염기서열을 이용한 균류의 계통수(Schüβl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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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글로메로균의 분류

문(phylum) Glomeromycota
강(class) Glomeromycetes
목(order)
Glomerales

과(family)
Glomeraceae

속(genus)

Glomus
Funneliformis
Rhizophagus
Sclerocystis
Septoglomus

Diversisporales

Claroideoglomeraceae

Claroideoglomus

Gigasporaceae

Cetraspora
Dentiscutata
Gigaspora
Intraornatospora*
Paradentiscutata*
Racocetra
Scutellospora

Acaulosporaceae

Acaulospora

Pacisporaceae

Pacispora

Diversisporaceae

Corymbiglomus*
Diversispora
Otospora*
Redeckera
Tricispora*

Sacculosporaceae*

Sacculospora*

Paraglomerales

Paraglomeraceae

Paraglomus

Archaeosporales

Geosiphonaceae

Geosiphon**

Ambisporaceae

Ambispora

Archaeosporaceae

Archaeospora

* 증거가 불충분한 분류군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 글로메로균문에서 수지상균근을 형성하지 않는 유일한 종이 포함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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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지상균근균의 수집 및 배양
가. 야외 토양의 수집 및 수지상균근균 포자 추출
수지상균근균은 균사를 통해 식물의 뿌리에 감염되고, 토양에서 포자를 형
성하므로 수지사균근균을 수집·배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야 한다. 이후 토양으로부터 수지상균근균의 포자를 추출한다. 근권의 수지상
균근균의 군집구조 및 생태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출한 포자의 형태
적, 분자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동정하여야 한다(그림 1-3).

토양 채집

포자 추출

형태·분자생물학적 동정

군집구조 및
생태 분석

┃그림 1- 3┃수지상균근균의 군집구조 및 생태 분석 과정

토양은 기주 식물의 근권에서 약 1kg 정도 수집하되, 이때 기주 식물의 뿌리
혹은 기주 식물 개체를 함께 채집한다. 채집한 토양은 비닐주머니에 담고 밀봉
하여 실험실로 옮겨와 4℃에서 보관한다. 포자의 추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5℃에서 72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일정한 무게의 건조토양을 wet sieving and
sucrose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 방법(Daniels & Skipper 1982)을 이용
하여 수지상균근균의 포자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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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수집

토양 건조(65˚C)

Sucrose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

wet sieving

포자 분리 및 관찰

┃그림 1- 4┃Wet sieving and sucrose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에서 포자를 추출하여 관찰하는 과정.

포자추출과정

1.	채집한 토양에서 자갈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능한 입자의 크기를 고
르게 파쇄한 후 60℃의 건조기에서 72시간 건조한다.
2.	건조한 토양 10g을 덜어내어 믹서기에 넣은 후 물을 넣고 약 20초 정도 곱
게 갈아준다.
3.	45㎛와 600㎛의 pore size를 갖는 sieve를 겹쳐 놓은 후 2의 파쇄된 토양액
을 붓는다.
4. 	600㎛의 sieve에 있는 흙은 버리고 45㎛의 sieve에 있는 흙을 따로 모아
60% sucrose 용액 15ml, 40% sucrose 용액 15ml가 든 centrifugation tube
에 넣고 상온에서 1분 30초간 원심 분리한다(2000 rpm).
5.	“45㎛의 sieve에” 원심 분리가 끝난 후 상층액을 붓는다.
6.	흐르는 물로 sieve에 걸러진 포자를 수 차례 세척한 후 mini petri dish에
포자를 옮겨 담는다. 분리된 포자는 해부 현미경상에서 관찰하며 크기, 색
깔, 표면 상태를 확인한다.

제1장 수지상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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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지상균근의 염색
수지상균근균은 식물에 감염되더라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외부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토양 내 수지상균근균의 균사가 식물 뿌리의 피층에 침입하
여 세포 내부에 균사 및 균사 구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뿌리의 균사를 염색하
는 방법을 통해서만 수지상균근균의 공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Koske & Gemma(1989)의 방법을 이용하여 뿌리를 염색한다(그
림 1-5). 2.5% KOH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식물의 뿌리를 넣고 121℃에
서 20분간 습열멸균기(autoclave)에서 멸균하여 뿌리 조직세포의 내용물을 제
거하는 데 뿌리의 종류에 따라 시간을 조절한다. 세포 내용물이 제거된 뿌리를
물로 세척한다. 이때 뿌리의 색이 어두운 경우 alkaline H2O2를 이용하여 탈색
한다. 이후 1% HCl 용액에 넣고 12-24시간 동안 연화시킨 후 HCl 용액은 버
리고 0.05% trypan blue 용액을 넣어 121℃에서 15분간 염색한다. 염색이 끝
난 후 acidic glycerol로 탈염한 후 프레파라트를 제작하면 광학현미경 하에서
수지상균근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 1-6)

Fixation
(95% ethanol)

Acidification
(1% HCI, 12-24h)

Staining
(Trypan blue, 121˚C, 20min)

Tissue cleaning
(2.5% KOH, 121˚C, 20min)

Decolorization
(alkaline H2O2, 20min)

Destaining
(acidic gycerol)

Preparation

┃그림 1- 5┃Trypan blue를 이용하여 수지상균근을 관찰하기 위한 뿌리 염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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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Trypan blue로 염색한 뿌리내 균근 구조. 소포(V), 수지상체(A), 내부균사(H).

[표 1- 2] 수지상균근 염색 시약 제조

용액
alkaline H2O2
(500ml)
0.05% tryphan
blue (500ml)
acidic glycerol
(500ml)

제조
28% H2O2 76ml + 28% NH4OH 36ml + 증류수 388ml
acidic glycerol 499.375g + 40% tryphan blue 0.625g
glycerol 250ml + 1% HCl 25ml + 증류수 225ml

다. 수지상균근균 감염률 측정
수지상균근균의 기주 식물 감염률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
부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gridline intersect방법이 있으며 많은 양의 뿌리
시료를 빠르게 관찰할 수 있으나 균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숙련이 필요하고
자세한 균근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magnified intersects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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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que (McGonigle et al. 1990)는 광학 현미경으로 프레파라트를 관찰하면서
수지상체, 소낭, 균사, 감염되지 않은 뿌리 조직의 관찰 횟수를 기록하는 방법
인데, 많은 양의 시료를 관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자세한 수지상균근의
구조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 수지상균근균의 배양
1) 트랩 배양(Trap culture)
토양 내 수지상균근균 포자 군집은 다양한 생물적, 비생물적 조건에 따라 달
라 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야외 토양의 포자를 추출하는 것으로 근권 내 수
지상균근균의 다양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야외 토양에 적절한
기주 식물을 심고 일정한 환경에서 배양하는 트랩 배양(trap culture)을 거쳐 보
다 정확한 근권 내 수지상균근균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야외에서 채집한 토양 시료를 멸균한 모래(121℃, 60분)와 1.5:1의 비율로
잘 섞은 다음 깨끗하게 세척한 포트(15㎝×17㎝)에 담는다. 기주 식물의 종자
를 파종한 후 일정한 조건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배양하면서 포트 간 흙이 튀
거나 물, 바람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트랩 배양에서 일

┃그림 1- 7┃수지상균근의 트랩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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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이용하는 기주 식물은 온실 환경에서 배양이 쉬운 수수(Sorghum

bicolor ), 질경이(Plantago asiatica ) 및 자운영(Astragalus sinicus ) 등이 있다. 배
양 기간동안 수분은 충분히 공급하되, 인산 공급은 수지상균근균의 감염을 억
제할 수 있으므로 7일에 한번 Low P(1/20 phosphate) Hoagland solution을
200㎖ 공급한다(Millner & Kitt 1992).

2) 포트를 이용한 수지상균근균의 순수 배양
현재까지 240여종의 수지상균근균이 기록되어 있지만(Schüßler & Walker

2010), 순수 배양이 가능한 종은 극히 일부이다(Fortin et al. 2005). 순수 배양은
수지상균근균의 생태, 생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유용한 생물 자원으로서의 수
지상균근균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보통 수지상균근균의 순수 배양은 포트를 이용한 배양법을 이용한다. 트랩
배양을 통해 증식된 포자를 추출하고, 육안상 건강하고 깨끗한 포자를 골라 순
수 배양 접종원으로 이용한다. 무균 상태로 배양한 어린 기주 식물의 뿌리에 포
자를 접종하고 멸균한 모래를 담은 포트에 이식한다. 온실 환경에서 최소 3개
월이상 배양한 후, 토양에서 포자를 추출한다. 순수 배양에 성공하여 다수의 동
일 종 포자가 배양된 경우, 새로운 포트에 멸균한 모래와 포자를 배양한 토양을
함께 옮겨 담고 기주 식물 종자를 파종한 후 대량 배양한다. 단일 종 배양체는
수지상균근균의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배양
체를 증식,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8┃포트를 이용한 수지상균근의 순수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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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지상균근균의 기내 배양
포트를 이용한 수지상균근균의 배양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포자 배양과 포
트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포트 간 포자 오염을 통제하기
어렵다. 담자균이나 자낭균과 같이 배지를 이용한 순수 배양이 가능해지면 순
수 배양을 위한 공간,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연구를 위한 조작과 오
염의 통제가 간편해 질 것이다.
수지상균근균은 현재까지 기주 식물 없이 배지상에서 수지상균근균을 배양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형질 전환된 식물 뿌
리에 수지상균근균의 포자를 접종하는 뿌리 조직 배양법 (Root Organ Culture,

ROC)를 통해 수지상균근균의 순수 배양을 시도하고 있다.
•형질 전환된 당근 뿌리 조직의 배양

깨끗하게 세척한 당근 뿌리를 5㎜ 정도의 두께로 자른 다음 MW 배지
(modified White’s medium)에 올려 두고 Rhizobium rhizogenes 배양액을 당근
뿌리의 형성층 부위에 100~200㎕ 정도 접종한다(Bécard & Fortin 1988). 4주
간 배양 후 당근 뿌리의 형성층에서 발생한 모상근을 잘라 carbenicillin을 첨가
한 새로운 MW 배지에 계대한다. 이후 R.rhizogenes 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당근 뿌리를 계대하여 다량의 당근 뿌리를 획득한다.
•수지상균근균 포자의 표면 살균 및 발아

접종할 포자의 표면에 붙은 이물질은 제거하고 멸균수로 충분히 세척해 준
다. 분리한 포자를 2%의 Chloramine T 용액에 30초~5분 정도 담근 후 꺼내어
멸균수로 2~3회 세척한다. Chloramine T 용액 처리 시간은 포자의 크기, 오염
상태등에 따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하는 동안 몇 차례 voltexing 해
주는 것이 좋다. 이후 Streptomycin 0.04% 용액에 30초~3분 정도 담근 후 멸
균수로 2~3차례 세척한다.
표면살균이 끝난 후 각각의 포자들을 Gel-gro 배지에 올린 후 25℃의 암소
에서 배양하며 포자의 발아를 확인한다. 포자의 발아는 보통 3일~수 주일이 걸
리며 수지상균근균 종에 따라 발아 일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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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뿌리에 글로메로균의 접종

오염되지 않고 발아한 포자는 micro spatula를 이용하여 배지와 함께 MSR
배지(modified Strullu and Romand medium)위에 올려 놓는다. 발아한 균사
옆으로 형질 전환된 당근 뿌리를 MW 배지 포함 약 5~7㎝ 정도 잘라 올려두
고 25℃ 암소에서 배양한다. 발아한 균사가 당근 뿌리에 닿게 되면 뿌리 표피
에 부착기(appressoria)를 형성하여 피층으로 침입하게 되고 당근 뿌리가 기주
식물 역할을 하게 된다. 1개월~3개월 정도 후에 새로운 어린 포자가 발생하게
되고, 포자가 충분히 성숙한 후에 포자와 당근 뿌리, 외부 균사를 포함하여 5㎝
× 5㎝ 정도의 MSR 배지를 잘라 새로운 당근 뿌리와 함께 계대 배양하여 배양
체를 유지한다. 어린 포자의 발생과 성숙에 걸리는 시간은 종에 따라 다양하며,
계대 배양을 통한 배양체 유지도 일부 종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C는 오염되지 않은 단일 유전자형의 균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만 현재까지 이 방법을 통해 배양이 가능한 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Fortin et al. 2005)

1. Transformation of carrot root(당근 뿌리의 형질전환)

2. Spore germination(포자 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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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oculation of germinated spore(발아된 포자의 접종)

4. Cultivation(배양)

그림9. 형질전환당근뿌리를이용한수지상균근의배양

┃그림 1- 9┃형질전환 당근뿌리를 이용한 수지상균근의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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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형질전환당근뿌리를이용한수지상균근의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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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용 배지 제조

Gel-gro 배지 조성(250ml)
Gel-gro(MP Biomedicals, LLC, France) 1.0g, MgSO4 0.075g, 1M MES(2(N-morpholin)ethane sulphonic acid) buffer(pH7) 2.5mL를 넣고, 3차
증류수로 총 부피를 250mL가 되도록 맞춘다.
MSR(Modified Strullu-Romand ) 배지 조성(1,000ml)
MgSO4ㆍ7H2O, 739mg; KNO3, 76 mg; KH2PO4, 4.1 mg; Ca(NO3)2ㆍ4H2O,
359 mg; NaFeEDTA, 8 mg; KC1, 65 mg; MnSO4ㆍ4H2O, 2.45 mg;
ZnSO4ㆍ7H2O, 0.29 mg; H3BO3, 1.86 mg; CuSO4ㆍ5H2O, 0.24 mg;
(NH 4) 6Mo 7O 24ㆍ4H 2O, 0.035 mg; Na 2MoO 4ㆍ2H 2O, 2.4×10 -3mg;
Thiamine, 1 mg; Pyridoxine, 0.9 mg; Nicotinic acid, 1 mg; Calcium
panthotenate, 0.9 mg; Cyanocobalamine, 0.4 mg; Biotine, 0.9×10-3mg;
Sucrose, 10000 mg; Bacto agar, 8000 mg. pH는 5.5로 맞춘다.
MW(Modified White’s) 배지조성(1,000ml)
MgSO4ㆍ7H2O, 731 mg; Na2SO4ㆍ10H2O, 453 mg; KNO3, 80 mg; KC1, 65
mg; NaH2PO4ㆍ2H2O, 21.5 mg; Ca(NO3)2ㆍ4H2O, 288 mg; sucrose, 30000
mg; NaFeEDTA, 8 mg; KI, 0.75 mg; MnCl2ㆍ4H2O, 6 mg; ZnSO4ㆍ7H2O,
2.65 mg; H3BO3, 1.5 mg; CuSO4ㆍ5H2O, 0.13 mg; Na2MoO4ㆍ2H2O,
0.0024 mg; Glycine, 3 mg; Thiamine hydrochloride, 0.1 mg; Pyridoxine
hydrochloride, 0.1 mg; Nicotinic acid, 0.5 mg; Myo inositol, 50 mg; Bacto
agar, 10000 mg. pH는 5.5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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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지상균근균의 동정
가. 수지상균근균의 형태를 이용한 동정
수지상균근균은 뿌리 피층세포와
토양에 균사와 포자로 존재하는데 이 균은
4. 수지상균근균의동정
절대공생균으로 독립적으로 배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뿌리와 토양에 존재하는
균사의 형태로는 종을 동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토양에 형
가. 수지상균근균의형태를이용한동정
성된 포자를 추출하여 포자의 크기, 색, 표면의 장식, 벽의 구조 등 형태적 특징을

수지상균근균은뿌리피층세포와토양에균사와포자로존재하

이용하여 동정해 왔다.
그러나 포자의 형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분류하기에는 형
균은절대공생균으로독립적으로배양하는것이불가능하며뿌리
에존재하는균사의형태로는종을동정하는것이불가능하다.
질의 수가 적고 환경적,
유전적 변이가 많아 동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오래전부터토양에형성된포자를추출하여포자의크기,

야외 토양이나 트랩
배양 토양으로부터 추출한
포자는 해부 현미경 상에서
표면의장식,
벽의구조등형태적특징을이용하여동

그러나포자의형태적특징을이용하여분류하기에는형질의수가
색깔, 크기, 모양 및 표면의
상태를 관찰하며 동일한 헝태의 포자를 모은다. 모
경적, 유전적변이가많아동정에많은어려움이있어왔다

아진 포자들은 슬라이드
글라스위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물기가 충분히
야외토양이나트랩배양토양으로부터추출한포자는해부현미
마른 다음, 한쪽에는서색깔,
PVLG, 다른 한쪽에는 Melzer’s reagent와 PVLG를 1 : 1

모양및표면의상태를관찰하며동일한헝태의포자를모은다.

로 섞은 고정액을 한모아진포자들은슬라이드글라스위에두그룹으로나누어놓고물
방울씩 떨어뜨리고 3~5분정도 방치한 후 커버 글라스를
분히마른다음,
PVLG,
덮는다(Schenck & Perez
1990). 커버 한쪽에는
글라스에 적당한
힘을다른한쪽에는
주어 누르면 포 Melzer’s
PVLG를

1

:

1로섞은고정액을한방울씩떨

자가 깨지는데 이때 3~5분정도방치한후커버글라스를덮는다(Schenck
포자벽의 개수, 구조, Melzer’s reagent에 대한 염색 반응, & Pere
부착 균사의 특징 및커버글라스에적당한힘을주어누르면포자가깨지는데이때포자
포자벽의 장식(ornament) 등을 자세히 관찰한 후, 다양

수,
구조,
Melzer’s
reagent에대한
부착균사의특징및포자벽의장식(ornament)
등을자세히
다양한문헌및INVAM(http://www.invam.wvu.edu)을포함한글로
한 종 기재 자료를 참고하여 형태적 동정을 수행한다(Trappe 1982; Trappe &
에대한종기재자료를참고하여형태적동정을수행한다(Trappe
Schenck 1982; Pérez Trappe
& Schenck
1990). 1982; Pérez & Schenck 1990).
& Schenck

한 문헌 및 INVAM(http://www.invam.wvu.edu)을 포함한 글로메로균에 대

Scutellospora
heterogama의포자벽과발아벽
┃그림 그림10.
1- 10┃Scutellospora
heterogama
의 포자벽과 발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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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VLG와 Melzer시약제조

[표 1- 3] PVLG와 Melzer 시약 제조

종류
PVLG

시약
Distilled water

100 ml

Lactic acid

100 ml

Glycerol
Polyvinyl alcohol (PVA)
Melzer 용액

용량

10 ml
16.6 g

Chloral hydrate

100 g

Distilled water

100 ml

Iodine

1.5g

Potassium iodide

5.0g

나. 수지상균근균의 분자생물학적 동정
지난 십여 년간 분자생물학적 기술의 발달은 수지상균근의분류에도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 수지상균근균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DNA를 증폭
하고 클로닝을 통해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 실제 뿌리에 공생하는 수지상균근
균의군집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Helgason et al. 1998). 균류에서는 ITS지역
을 바코딩을 위한 공식적인 염기서 열로하고 있으나 수지상균근균에서는 이
지역에 종내 변이가 심해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rDNA에서 SSU
또는 LSU 지역을 사용하고 있다(Kruger et al. 2009).
수지상균근균의 분자생물학적 동정은 글로메로 균특이프 라이머를 이용한
rDNA 지역의 PCR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수행된다. 사용되는 프라이머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SSU를 이용한 AM1/NS31(Helgason et al. 1998), AML1/
AML2(Lee et al. 2008), 그리고 SSU, LSU, ITS 지역의 염기서열을 이용하는
“Kruger” 프라이머(Kruger et al. 2009)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AML/AML2 프라이머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상태가 양호한 포자 1개를 멸균 수로 수차례 세척한 후 0.2㎖의 PCR tube
에 넣고 포자를 파쇄한 후 direct PCR에 이용한다. 파쇄된 포자의 DNA 시료
를 이용하여 nested PCR을 수행하는데(Van Tuinen et al. 1998), nested PCR

제1장 수지상균근 |

21

의 첫번째 과정은 진핵생물 universal primer인 NS1/NS4를 이용하여 수행한
다. 이 PCR 반응의 최종산물을 1/10로 희석한 후 두 번째 PCR의 DNA 주형으
로 이용한다. 두번째 PCR의 프라이머는 글로메로 균특 이프 라이머인 AML1/
AML2를 사용하여 수행한다(Lee et al. 2008). 수지상균근균의 분자생물학적
동정을 위한 nested PCR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두번째 PCR 반응산물을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한 후 780bp의 밴드가 확인되는 경우 염기서열 분
석을 의뢰한다.
NS4

NS1
0

AML1

500

1000
AML2

1500

1800bp

┃그림 1- 11┃DNA fragment amplified by AM specific primer AML1/AML2

[표 1- 4] 프라이머 NS1/NS4 과 AML1/AML2 의 PCR 조건

Primer
name

Nucleotide sequences

Tma

NS1

5'-GTAGTCATATGCTTGTCTC-3'

52.4℃

NS4

5’-CTTCCGTCAATTCCTTTAAG-3’

53.2℃

AML1

5'-ATCAACTTTCGATGGTAGGATAGA-3'

57.6℃

AML2

5’-GAACCCAAACACTTTGGTTTCC-3’

58.4℃

PCR conditions
95℃(3min)-1cycle; 95℃(30sec),
40℃(1min), 72℃(1:30)-30cycles;
72℃(8:30)-1cycle
94℃(3min)-1cycle; 94℃(30sec),
56℃(30sec), 72℃(1min)-30cycles;
72℃(5min)-1cycle

분석된 염기 서열은 NCBI의 BLAST(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을
수행하여 가장 일치도가 높은 종을 확인하고, 계통수 분석을 통해 수지상균근
균을 동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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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지상균근균의 저장 및 보존
일반적으로 수지상균근균의 장기 보존은 포트를 이용한 계대 배양
과 배양토양의 저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e.g. International Bank of
Glomeromycota(BEG), International Culture Collection of Vesicular Arbuscular Mycorrhiza(INVAM)). 그러나 포트를 이용한 균주의 저장은 넓은 공간
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배양 과정에서 발
생하는 오염의 통제 등으로 인해 균주의 장기 저장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GINCO (Glomeromycota in vitro Collection)에서
는 뿌리조직배양(Root Organ Culture, ROC)을 통한 균주의 저장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ROC를 통해 배양이 가능한 종이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계대
배양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
하고 있다.
Douds & Schenck(1990)는 일부 수지상균근균의 트랩 배양 토양을 건조시
킨 후 -60℃~-70℃에서 보관하는 경우 몇 년까지도 포자의 활성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기내 배양(in vitro culture)한 균주도 저온 보
존을 통해 활성이 유지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Declerck & Angelo-Van Coppenolle 2000). 현재 INVAM과 같은 기관에서는 트랩 배양 토양을 건조시켜
4℃에 보관하거나 포자를 추출하여 액체 질소를 이용한 보존하고 있으나 이러
한 방법은 포자의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균주에 따른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고 포자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저
장 조건을 찾는 것은 수지상균근균의 이용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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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수지상균근균은 절대공생균으로 식물과 공생하지 않고는 자랄 수 없는 특성
을 갖고 있어, 이들 균을 분리하고 배양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배양 후에도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계대 배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지상균근균은 240여종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 중 배양이
가능한 종은 아주 일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50여종이 보고된 것으로 파
악되고 있으나, 대부분 야외토양에서 분리된 포자의 형태를 바탕으로 동정한 경
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배양을 통해서 균주를 확보하고 기록한 경우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균주의 분리 및 배양을 통한 정확한 균주의 특성을 파
악하는 일은 우리나라 수지상균근균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분야의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균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원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
역에서 수집한 토양에서 분리하여 배양중인 여러 종들 중에서 총 10개 속 25종
의 수지상균근균에 대한 형태적, 분자생물학적인 특징을 우선 기록하였다. 이
종들 중에서 8속 11개종은 순수 배양을 통해 단일 종으로 배양하고 있으며, 나
머지 9속 14종은 트랩 배양 후 순수배양을 위한 과정 중에 있다. 특히 순수배양
종들 중에서 5개의 종은 형질전환 조직배양 식물 뿌리에 접종하여 포자 생성에
성공하였으며 무균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본 자료집에 기록된 종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P로 표시된 종은 순수배양되
고 있는 종을 의미하며, ROC가 표시된 종은 조직배양뿌리에 접종하여 배양중
에 있는 종을 나타낸다.
각 종에 대하여 포자의 형태적인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고, 순수배양
이 된 종은 배양식물의 뿌리를 염색하여 균근의 형태를 기록하였으며,무균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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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ulospora cavernata

Funneliformis constrictum

Acaulospora koskei

Funneliformis mosseae(P)

Acaulospora longula(P)
Acaulospora mellea

Gigaspora margarita(P)

Acaulospora spinosa
Paraglomus brasillianum
Ambispora fennica

Paraglomus occultum(P)

Ambispora leptoticha(P)
Rhizophagus clarus(ROC, P)
Archaeospora schenkii

Rhizophagus intraradices(ROC, P)

Archaeospora trappei

Rhizophagus irregularis

Claroideoglomus claroideum(P)

Scutellospora calospora

Claroideoglomus etunicatum(ROC, P) Scutellospora heterogama(ROC, P)
Claroideoglomus luteum

Scutellospora pellucida(ROC, P)

Diversispora aurantium
Diversispora trimurales

균주에 대해서는 그 특징들을 첨가하였다. 각 균주의 균주번호, 채집지역, 기주
식물, 그리고 각 균주의 염기서열을 GenBank에 제출하고 그 등록번호를 나타
내었다, 많은 종들이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식물과 공생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각 종에 대하여 대표적인 하나의 균주에 대한 기록만을 나타내었다.

제2장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

25

1. Acaulospora cavernata Blaszk.
Acaulospora carvernata 는 연한 갈색-갈색을 띤 회색을 나타내며 Acaulospora
spinosa 포자처럼 표면이 사포(sandpaper)처럼 거친 느낌을 준다. 포자벽에는
특이한 형태의 홈(pit)이 있는데 이런 홈(pit)을 갖는 다른 Acaulospora 속 포
자들에 비해 A.carvernta 의 홈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다. A.carvernata 는 전
체 8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자벽(SW)은 세 개의 층(L1, L2, L3)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발아벽(gw1, gw2)를 갖는다. L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사라지기도 하지만 L2는 여러층의 벽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라민
(lamine)층으로서 L2의 표면에 규칙적인 홈(pit)이 존재한다. gw1은 거의 하나
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2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gw2는 세 개의 층으로 구
성되어 있어 전체 8개의 벽을 관찰할 수 있다. gw2의 첫 번째 층은 표면이 고르
지 못한 울퉁불퉁한 층이고 gw2의 두 번째 층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유리질 층
이다. 가장 안쪽은 세 번째 층은 거친 표면을 가지며 Melzer’s reagent에 검붉은
색으로 반응하는 약간 단단한 벽과 붙어 있다.

관찰균주 : GB13123
-채집지역 : 경북 문수산
-기주식물 : 팥배나무(Sorbus alnifolia )
-염기서열 : KP14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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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Acaulospora cavernata

그림12. Acaulospora cavernata. A-B: PVLG(좌)와 Melzer’s reagent(우
A-B: PVLG(좌)와 Melzer’s
reagent(우)에 고정된
Acaulospora cavernata 포자 모습과 포자벽
Acaulospora
cavernata포자모습과포자벽표면의홈(pit).
C-E:
표면의 홈(pit). C-E: Acaulospora cavernata 의 포자벽과 발아벽 구조
cavernata의포자벽과발아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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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aulospora koskei Blaszk.
포자는 대부분 구형이지만 때로는 타원형이나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크기는 120-130㎛ 이며 포자의 색깔은 진한 주홍색 혹은 노란색에 가까
운 갈색이다. 포자벽은 4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벽은 매우 얇은
유리질이며 표면에 이물질이 붙어있기도 하다. 두번째 벽은 laminate층이며 세
번째 층과 거의 붙어 있다. 포자벽의 가장 마지막 벽인 네번째 벽은 Melzer’s
reagent에 의해 연한 분홍빛-붉은색으로 염색된다.
내부의 발아벽은 2개의 벽(gw1, gw2)로 구성되며 각각의 발아벽은 2개의 벽
을 포함하고 있다. Gw1의 두 벽은 얇은 유리질로 포자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
면 주름이 잡히게 된다. Gw2의 두번째 벽(L2 of gw2)는 Melzer’s reagnent에
서 분홍빛-붉은색으로 염색되는데 포자벽의 L4보다 다소 진한색으로 염색되
어 구분될 수 있다.

관찰균주 : GB13076
-채집지역 : 경북 민주지산
-기주식물 : 화살나무(Euonymus alatus )
-염기서열 : KP14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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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caulospora koskei. A-B: in PVLG에고정된 Acaulospora kosk
Melzer’s reagent에고정된Acaulospora koskei

그림 13. Acaulospora koskei. A-B: in PVLG에고정된 Acaulospora kosk
Melzer’s
reagent에고정된Acaulospora
koskei
┃그림
2- 2┃Acaulospora koskei
그림
13.
Acaulospora
koskei.
A-B:
in
PVLG에고정된
Acaulospora kosk
13. Acaulospora
koskei.
A-B : PVLG(좌)와 Melzer’s그림
reagent(우)에
고정된 Acaulospora
koskeiA-B:
포자 in PVLG에고정된 Acau
Melzer’s reagent에고정된Acaulospora koskei
C-E : 포자벽과 발아벽 구조
Melzer’s reagent에고정된Acaulospora kos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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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aulospora longula Spain & Schenck
포자는 토양 내에서 단일 포자를 형성하고, 포자형성 소낭(sporiferous saccule)이 있는 균사의 측면에서 만들어진다. 포자 안에서 작은 기름방울들이 반
짝거리며, 색깔은 대부분 투명하거나 흰색에서 연한 노란색 계열이다. 포자
의 크기는 (69-)83(-100) × (75-)90(-109)㎛ (n=200)이다. 포자를 구성하
는 벽은 포자벽 3층(L1-L3)과 발아벽 2층(gw1, gw2)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장 바깥의 포자벽 L1은 유리질이며, 1㎛ 이하로 얇고 유연해서 PVLG에서 주
름이 접히기도 한다. 점착성(mucilaginous)이어서 많은 포자 표면에서 다른 이
물질들이 붙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L2 및 L3와 결합되어 있다. 두 번
째 포자벽 L2는 작은 층들로 이루어진 laminae 층이고, 연한 노란색이며 두께
는 2-3㎛이다. 세 번째 포자벽 L3는 두께 1㎛ 이하의 얇은 층으로 L2에 단단
히 결합되어 있어 구분하기가 어렵다. 발아벽은 이중막으로 된 2개(gw1, gw2)
의 벽으로 구성되며 유연한 유리질 벽이다. 발아벽 1(gw1)은 유리처럼 투명한
2개 층(L1, L2)이 결합되어 있으며, 가끔은 포자벽(spore wall)에 부착되어 있
어 관찰되지 않을 때도 있다. 두 층 모두 두께는 1㎛ 미만이며, 두 층이 붙어있
어 하나의 층으로 보일 때가 많다. 발아벽 2(gw2)는 2개의 유리질 층(L1, L2)
이 결합되어 있으나, Melzer’s reagent에 대한 반응이 달라서 바로 구별할 수 있
다. gw2의 L1은 유리질이며, 바깥쪽 면이 방울 맺힌 모습을 하고 있어 현미경
상에서 보면 거칠어 보인다. 적당한 압력으로 포자를 깨면 gw2의 L1을 포함
한 안쪽 층은 포자에서 빠져 나와 따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Melzer’s reagent
에서 색변화가 없어 gw2의 L2와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gw2의 L2는 유리질
의 얇은 비닐 같은 층이며, 무정형(amorphous) 층이다. 두께는 6-15㎛이며,
Melzer’s reagent에서 진한 자주색으로 염색된다. 포자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흔적(scar)은 포자가 생성되는 동안 포자형성 소낭(sporiferous saccule)의 neck
과 포자 사이에 접촉한 부분을 나타낸다. 수수 뿌리에서 감염형태를 봤을 때,
뿌리 내부 균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타원형의 소낭들이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고, 드물게 균사 코일이 관찰된다.

30

| 한국의수지상균근균

관찰균주 : P4-1-1
-기주식물 : 참억새(Miscanthus sinensis )		

-염기서열 : KP144307

┃그림 2- 3┃Acaulospora longula

그림 14. Acaulospora longula. A: 포자전체모습. B: hyphal te
A: 포자 전체 모습. B: hyphal terminus(T), 포자(S). C: 포자벽 구조.
포자(S).
D: Melzer
용액으로염색한포자벽.
E
D: Melzer 용액으로 염색한
포자벽. E:C:
균근.포자벽구조.
내부균사(H). 소포(V).
균사코일(HC).
Scale bar=50㎛.
부균사(H). 소포(V). 균사코일(HC).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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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aulospora mellea Spain & Schenck
포자의 색깔은 대부분 연한 황갈색에서 진한 황갈색이며 전체적으로 표면에
서 유리광을 띤다. 포자를 구성하는 벽은 포자벽(L1, L2, L3)과 발아벽(gw) 2
개(gw1, gw2)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바깥의 포자벽 L1은 유리질이며, 종종
포자 표면에 다른 이물질들이 붙어있고 L2는 가장 두꺼운 층으로 laminae 층
이며, L3는 얇은 층으로 L2와 밀착되어 있어 잘 분리되지 않는다. Gw1은 얇은
유리질의 두 개의 벽(L1, L2)이 결합되어 있으며, 두 층이 붙어있어 육안상 구
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gw2는 2개의 유리질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Gw2의
첫 번째 벽은 표면이 bead 처럼 울퉁불퉁한 상태이며 현미경상에서 거친 형태
로 보이기도 한다. gw2의 L2는 유리질의 얇은 층이며, Melzer’s reagent에서 진
한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관찰균주 : GB13194
-채집지역 : 경북 울릉도
-기주식물 : 너도밤나무(Fagus engleriana )
-염기서열 : KP14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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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caulospora mellea. A-B: PVLG에고정된Acaulospora me
┃그림 2- 4┃ Acaulospora mellea

그림
Acaulospora
A-B: mellea
PVLG에고정된Acaulospora
Melzer’s
그림 15.
15.reagent에염색된Acaulospora
Acaulospora mellea.
mellea. A-B:
PVLG에고정된Acaulospora
me
A-B: PVLG에 고정된 Melzer’s
포자
reagent에염색된Acaulospora
mellea
Melzer’s reagent에염색된Acaulospora mellea
C-D: Melzer’s reagent에 염색된 Acaulospora mellea

그림 15. Acaulospora mellea. A-B: PVLG에고정된Acaulospora
Melzer’s reagent에염색된Acaulospora mel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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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aulospora spinosa Walker & Trappe
포자는 갈색을 띤 회색을 나타내며 Acaulospora 속의 다른 포자들과는 달리
표면에서 유리광을 나타내지 않는다. 대개 실체현미경상으로 포자를 관찰할
때 표면이 사포(sandpaper)와 같은 거친 표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포자벽은 3개의 벽(L1, L2, L3)로 구성된다. L1은 유리질 층으로 표면에 짧
은 돌기(spines)들이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다. L1은 시간이 감에 따라 서서히
분해되어 탈락된다. L2는 laminate층이며 L3는 L2와 매우 가깝게 붙어 있다.
발아벽은 2개의 벽(gw1, gw2)로 구성되는데, gw1과 gw2는 각각 L1, L2 두
개의 벽을 갖는다. Gw1의 두 벽은 얇은 유리질 층이며 두 벽은 가깝게 밀착되
어 있어 하나의 벽으로 보이기도 한다. gw2의 L1은 bead 형태의 표면을 가지
며 깨진 포자에서 쉽게 분리되고 L2는 Melzer’s reagent에서 자주색 또는 분홍
색으로 염색된다.

관찰균주 : GB13075
-채집지역 : 경북 민주지산
-기주식물 :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ckii )
-염기서열 : KP14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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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 Acaulospora spinosa.

그림 16. Acaulospora spinosa. A-B: Melzer’s reagent에염색된A
C-F: PVLG에고정된Acaulospora
spinosa
A-B: Melzer’s reagent에spinosa.
염색된 Acaulospora
spinosa

C-F: PVLG에 고정된 Acaulospora spin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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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mbispora fennica Walker, Vestverg & Schüßler
Ambispora 속에 속하는 종은 서로 다른 형태의 두 종류의 포자를 형성한
다(glomoid, acaulosporoid). 경북 지역의 산림 토양의 트랩 배양을 통해

Ambispora fennica 의 glomoid형의 포자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유리질의
포자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는 원형에 가깝지만 타원형이나 부정형의 포
자도 발견된다. A. fennica glomoid 포자는 2개의 유리질 층으로 구성된 포자벽
(L1, L2)를 갖는다. L1은 바깥쪽 층으로 표면에 많은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으
며 L2는 라민(lamine)층으로 유연한 벽이다. 따라서 포자에 압력을 주게 되면
주름이 잡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부착균사는 깔때기 형태의 원통형이며 경우
에 따라 기저부에서 잘록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 부착 균사의 벽은 유리질의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층은 포자벽의 L1, L2와 연결되어 있기
도 하다.

관찰균주 : GB13156
-채집지역 : 경북 내연산
-기주식물 : 분꽃나무(Viburnum carlesii )
-염기서열 : KP14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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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mbispora
fennica.fennica
A: 포자와부착균사(subtending hyphae). B
┃그림
2- 6┃ Ambispora
벽구조.

A: 포자와 부착균사(subtending hyphae). B-E: 포자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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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mbispora leptoticha (Schenck & Smith) Walker, Vestverg & Schüßler
이 종의 포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① Ambispora leptoticha Glomoid synanamorph

포자는 토양에서 단독으로 형성되거나 느슨한 클러스터에서 형성된다. 포
자 색깔은 흰색에서 연한 노란색이며, 포자의 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많
은 포자가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다. 포자의 크기는 (111-)189(-264) × (115)199(-285)㎛ (n=200)이다. 포자벽은 2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붙어있으며, 가
끔 분리되기도 한다. 바깥의 포자벽(L1)은 연한 노란색에서 유리질이며, 대부
분 여러 가지 부스러기 조각들이 표면에 붙어 있어서 포자 전체가 지저분해 보
이고 이것이 독특한 특징이다. L1 층은 성숙해감에 따라 떨어져 나가는 경향
이 있어 2-4㎛로 두께가 다양하며, Melzer's reagent에서 황적색으로 염색되었
다(Fig). 두 번째 포자벽(L2)은 유리질의 작은 층들로 이루어진 4-8㎛ 두께의
laminae 층이다. 포자를 깼을 때 약간의 탄력성이 있어서 깨지는 대신에 평평
해지고 주름이 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부착균사가 부착되어 있고, 부착균사
의 지름은 15-24㎛ 범위이며, 두 층의 포자벽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수수
뿌리에서 감염형태를 관찰했을 때, 소낭(vesicles), 뿌리 내부 균사(intraradical
hyphae), 균사 코일(hyphal coils)이 trypan blue에서 진하게 염색되며, 세포 안
에서 균사는 코일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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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 Ambispora leptoticha glomoid형포자.

그림
A: 포자의전체모
그림 18.
18. Ambispora
Ambispora leptoticha
leptoticha glomoid형포자.
glomoid형포자. A:
포자의전체모
D:
D: 균근.소낭(V).
균근.소낭(V).

leptoticha
glomoid형포자의포자벽구조.
Ambispora leptoticha
glomoid형포자의
포자벽 구조.
A: 포자의 전체 모습. B-C:Ambispora
Ambispora
leptoticha
glomoid형포자의포자벽구조.
D: 균근.소낭(V). 포자(S). 균사코일(HC).
균사코일(HC). Scale
bar=50㎛.
Scale
bar=50㎛.
균사코일(HC).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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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mbispora leptoticha acaulosporoid synanamorph

포자는 토양에서 단독으로 형성되며, 포자 색깔은 진한 황갈색이다. 모든 포
자벽이 존재할 때는 대부분 황갈색이지만 바깥의 두 층이 떨어져 나가면 밝
은 흰색에서 회색으로 보인다(Fig). 포자의 크기는 (171-)217(-261) × (176)226(-286)㎛이다(n=200). 포자의 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포자벽은 4개
(L1-L4)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바깥의 벽(L1)은 포자 표면에서 갈라지
고 부서지기 쉬워서 포자를 깰 때 쉽게 떨어져 나간다. 어릴 때 유리질이었다가
성숙해 가면서 연한 황갈색으로 변해갔다. 부서지지 않았을 때 두께는 5-10㎛
이고 이보다 더 두꺼운 부분도 있으며, 성숙해 감에 따라 떨어져 나간다. Melzer’s reagent에서 적갈색으로 염색되며, 이 벽은 pedicel 에서 포자가 발달하기
시작한 후에 즉, L2가 만들어진 후에 만들어진다. 두 번째 벽(L2)은 유리질의 단
단한 층으로 pedicel 벽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두께는 4-6㎛, 이 벽의 안
쪽 표면에는 반구형의 돌기들이 볼록하게 솟아있고, 이 구조는 L3층의 오목한
부분과 맞물리게 되어 있다. L2는 pedicel에서 포자가 형성될 때 pedicel 벽이 확
장되어 포자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층이다. 세 번째 벽(L3)은 유리질의 단단
한 층이며, 두께는 5-7㎛, 이 층의 표면은 반구형의 오목한 면이 형성되어 있다.
L1과 L2 층이 떨어져 나간 후에도 이층은 남아있으며, 색깔은 밝은 흰색으로 반
짝거린다. 가장 안쪽 벽(L4)은 두께 4-5㎛의 유리질이며 유연한 층이다. 많은
얇은 층이 모여 구성되며 Melzer's reagent에서 반응하지 않는다. Pedicel은 길이
가 41-59㎛, 폭이 21-29㎛으로 포자의 기부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포
자 형성 소낭(sporiferous saccule)은 흰색에서 유리질을 띠며, 원형이나 타원형
이고, 크기는 256-320 × 279-331㎛이며, 평균 312㎛였다. Melzer’s reagent에
서 염색된 사진에서 균사와 pedicel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관찰균주 : CN06004
-채집지역 : 충남 칠갑산
-기주식물 : 양지꽃(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
-염기서열 : KP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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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8┃ Ambispora leptoticha aculospora형 포자

그림 19. Ambispora leptoticha aculospora형포자. A-C: 전체포자형태. D

A-C: 전체 포자 형태. D: 포자형성소낭(sc)와
균사(hy)의 형태.
성소낭(sc)와균사(hy)의형태.
E-F:
PVLG에고정된Ambispora
leptoticha
aculospora형
E-F: PVLG에 고정된 Ambispora
aculospora형포자. G-H: 포자.
Melzer’s reagent에염색된 Ambispora
G-H: Melzer’s reagent에 염색된 Ambispora leptoticha aculospora형 포자. Scale bar=50㎛.

aculospora형포자. Scale bar=50㎛.

제2장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

41

8. Archaeospora schenkii (Sieverd. & Toro) Walker & Schüßler
포자의 모양은 대부분 구형이나 일부는 계란형이나 타원형이기도 하다. 색
은 반짝이는 투명 빛을 띠고 있으며 크기는 50~80㎛ 정도이다. 이 투명하고
빛이 나는 형질은 Ambispora 속과 함께 공유하는 파생 형질이기도 하다. 포자
벽은 세 개 층(L1, L2, L3)의 유리질로 되어 있다. 포자 깨진 부분을 보면 약간
의 유연성이 있어 프레파라트를 만들 때 압착을 시키면 표면에 주름이 생기기
도 한다. L1층은 얇은 유리질로 포자낭이 생기는 부분과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saccule이 없어질 때 함께 사라지기도 한다. L2층 역시 얇은 층이며 가
장 안쪽 층인 L3층에 부착되어 있다. L2층과 L3층은 거의 붙어 있어 거의 구분
이 가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L3층이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두꺼운 층으로 보
인다. 현미경 상에서는 Archaeospora trappei 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saccule
의 자루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Paraglomus occultum 으로 혼동하기도 쉽
다. 안쪽벽에 유연성이 없어서 발아가 포자벽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점으로

Acaulospora 속과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도 하다.

관찰균주 : CN14101
-채집지역 : 충남 안면도
-기주식물 : 살구속 (Prunus sp. )
-염기서열 : KP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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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9┃ Archaeospora schenckii

그림 20. Archaeospora schenckii. A-B: 포자(PVLG). C-F: 포자벽과 sac
A-B: PVLG에 고정된 전체 포자 모습. C-F: 포자벽과 sac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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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rchaeospora trappei (Ames & Linderman) Morton & Redecker
거의 투명하고 표면이 반짝거리는 특성을 보인다. 포자의 형태는 Paraglomus

occultum 과 매우 유사하다. 대부분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때로는 불
규칙한 형태를 띠기도 한다. 포자의 크기는 보통 50㎛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포자벽은 세 개의 유리질로 된 층(L1, L2, L3)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력을 주어
포자를 깬 경우 주름이 잡히기도 한다. L1은 매우 얇은 유리질의 층으로 원래
포자형성 소낭(soporiferous saccule)과 연결되어 있던 층이다. 이 층은 때로는
L2, L3와 분리되어 관찰되기도 한다. L2는 얇은 유리질의 층이며 L3와 매우 가
깝게 붙어 있다. L3는 가장 두꺼운 유리질 층으로 L1이나 L2보다 두껍다. Saccule neck이 붙어 있던 흔적(cicatrix)이 남아 있기도 하며 cicatrix의 벽은 약간
융기되어 남아있다.

관찰균주 : GB13075
-채집지역 : 경북 민주지산
-기주식물 :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ckii )
-염기서열 : KP14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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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 Archaeospora trappei

그림21. Archaeospora trappei. A: spore in PVLG. B-E : 포자벽구조
A: PVLG에 고정된 포자. B-E : 포자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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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laroideoglomus claroideum (Schenck & Smith) Walker &
Schüßler
성숙한 포자는 밝은 노란색이며 포자의 크기는 (61-)85(-116)×(68-) 88(126)㎛ (n=200)이다. 어린 포자에서는 2개의 벽(L1, L2)을 가지며, 성숙했을
때는 맨 안쪽의 벽이 하나 더 생겨서, 3개의 벽(L1, L2, L3)을 가진다. 가장 바
깥벽(L1)은 어린포자에서 1-2㎛ 두께로 유리질의 쉽게 떨어지는 점액질 층이
며, Melzer’s reagent에 염색했을 때 연한 분홍색을 나타냈다(그림12C). 오래
된 포자에서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 있고, 유기물 조각들이 포자 표면에 달
라붙어 있다. 두 번째 벽(L2)은 주된 벽 구조 성분이고, 연한 노란색을 띠는 가
느다란 작은 층들이 단단하게 붙어 laminae를 이루며, 성숙한 포자에서 6-9㎛
두께를 가졌다. 맨 안쪽 벽(L3)은 유연한 막성(membranous) 벽이며, 두께 1
㎛ 이하로 매우 얇은 벽이고, 어린 포자에서는 이 벽이 없기도 하다. 부착균사
(subtending hyphae)는 원통형으로 포자벽 L1과 L2와 연속적으로 이어져있으
며 유리질이다. 부착균사는 포자의 기부에서 직경이 5-16㎛이며, 길이는 23250㎛로 매우 다양하다. 뿌리 내부의 감염형태를 보면, 뿌리 내부 균사(intraradical hyphae)에서 수지상체(arbuscule)가 분지되며, 소낭(vesicle), 포자, 세
포내 균사가 trypan blue로 진하게 염색된다. 세포내 균사는 수많은 “H”와 “h”
자 모양으로 피층 세포들 사이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으며, 소낭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곳에서는 소낭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관찰균주 : CB00005
-채집지역 : 충북 괴산군
-기주식물 : 고추(Capsicum annuum )
-염기서열 : KP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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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1┃ Claroideoglomus claroideum

그림22.Claroideoglomus claroideum. A: 포자의전체모습. B-D: 포자
blue로염색한균근구조. 소포(V), 수지상체(A), 포자(S). Scale
A: 포자의 전체 모습. B-D:trypan
포자 벽구조
E: trypan blue로 염색한 균근 구조. 소포(V), 수지상체(A), 포자(S).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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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laroideoglomus etunicatum (Becker & Gerdemann) Walker &
Schüßler
포자는 토양 내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일 포자를 형성하며, 오렌지색에서
적갈색을 띠며, 포자의 크기는 (75-)111(-142) × (80-)115(-144)㎛ (n=200)
이다. 포자벽은 2개 층(L1, L2)으로 구성되는데, 어린 포자에는 포자와 부착
균사 모두에서 L1만 존재했다. 바깥층의 벽(L1)은 유리질이며 수명이 짧아 손
쉽게 탈락되는 층으로 Melzer’s reagent에 붉은 자주색으로 염색되며, 어린 포
자에서 두께는 1-3㎛였다. L1은 포자가 생성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
되며, 성숙한 포자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두 번째 벽(L2)은 한 층으로 시
작되어 같은 특징을 가진 여러 개의 얇은 층들이 추가되어서 이루어진 두꺼운
laminae 층이다. 색은 밝은 오렌지색에서 진한 적갈색을 띠며, 두께는 4-7㎛
로 두꺼웠다. 부착균사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가 8㎛까지 두꺼워졌다. 부착균사
(subtending hyphae)는 원통형으로 포자벽 1과 2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왔
으며, 포자의 기부에서 직경이 5-10㎛였다. 뿌리 내부의 감염형태는 수지상체
(arbuscule), 소낭(vesicle), 균사 코일(hyphal coils), 세포내 균사가 trypan blue
로 진하게 염색되었다.

관찰균주 : GB05025
-채집지역 : 충북 청원군
-기주식물 : 참억새(Miscanthus sinensis )
-염기서열 : KP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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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2┃ Claroideoglomus etunicatum

그림 23. Claroideoglomus etunicatum. A: 포자전체모양. B-D: 포자벽
A: 포자 전체 모양. B-F: 포자벽
구조. G:H:
포자
발아.
포자발아.
형질전환당근뿌리에서발생한포자.
I: 뿌리에형성된수
H: 형질전환 당근뿌리에서 발생한 포자. I: 뿌리에 형성된 수지상균근. 수지상체(A).
수지상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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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laroideoglomus luteum (Kenn., Stutz & Morton) Walker &
Schüßler
포자의 색은 옅은 노란색이나 옅은 갈색 빛의 띤 노란색으로 보인다. 포자의
모든 층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한 빛이 나기도 한다.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구형이며 크기는 60~180㎛ 정도로 관찰된다. 포자벽은 4개의 층(L1, L2, L3,
L4)이 모두 함께 부착되어 있다. 포자에 압력을 가해보면 종종 L4층이 분리되
기도 한다. 어린 포자에서는 주로 L1, L2층만 존재하다가 성숙하면서 점자 나
머지 층들이 순서대로 형성되고, L1, L2층은 점차 사라지기도 한다. 이들 층은
Melzer 용액에 염색되지는 않는다. L1층은 유리질이나 L2, L3층은 경질로 관
찰된다. L3층에서 균사가 확장되어 생기며, L4층은 얇고 유연하여 포자를 깨
트릴 때 주름이 잡히기도 한다. L4층은 발아벽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발아과정
에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L1, L2, L3층은 균사까지도 확장되나 L4층은 폐쇄
적인 구조를 보인다. 균사 자루는 잘 떨어져 나가 잘 관측되지 않기도 한다. C.

claroideum 및 R. clarus 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포자벽의 비교를 통해 이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관찰균주 : CN14012
-채집지역 : 충남 원산도,
-기주식물 : 광릉개밀(Agropyron yezoense )
-염기서열 : KP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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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3┃ Claroideoglomus luteum

그림 24. Claroideoglomus luteum. A: 포자전체모습. B-F: 포자벽의구조
A: 포자 전체 모습. B-F: 포자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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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iversispora aurantium (Błaszk. et al.) Walker & Schüßler
이 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포자가 진한 오렌지 색이나 금빛을 띠는 노란색
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어린 포자에서는 흰 빛을 띠는 노란색이기도 하다. 포자
는 균사 끝으로 하나씩 형성되며 포자 표면은 매끄럽고 내부 벽은 3층(L1, L2,
L3)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바깥의 L1층은 유연하고 부드러워 PVLG 상에서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이 겉층에는 자주 토양 부스러기들이 군데 군데 붙어 있
기도 한다. L2층은 흰 빛이나 금 빛을 띠는 노란색으로 보이며 L3층과 밀착되
어 있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포자벽들은 Melzer 용액에서 반응하지는 않는다.
균사의 색 역시 흰 빛이나 금 빛을 띠는 노란색이며 형태는 원통형이나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곧거나 뒤로 휘어가며 뻗어나간다. 균사의 벽은 포자의 기부에
서 3개층의 포자벽과 이어져 있다.

관찰균주 : CN14129
-채집지역 : 충남 대난지도
-기주식물 : 초피나무(Zanthoxylum bungeanum )
-염기서열 : KP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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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4┃ Diversispora aurantium

그림 25. Diversispora aurantium. A-B: 포자전체모습. C-F: 포자벽의구
A-B: 포자 전체 모습. C-F: 포자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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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iversispora trimurales (Koske & Halvorson) Walker & Schüßler
포자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며 옅은 노란색이나 옅은 황갈색으로 보인다. 모양
은 거의 구형이나 타원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포자벽은 3층(L1, L2, L3)으로 구
성된다. 가장 바깥 층인 L1 층의 두께는 0.8~2.5㎛ 정도이며 딱딱하며 얇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떤 포자에서는 조각으로 보이기도 하고 표면에
불규칙하게 조각 조각으로만 남아있기도 한다. L2층은 1~3㎛, L3층은 5~11㎛
정도의 두께이다. L3층 역시 매우 얇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희미하거나 불
분명한 경우가 있어 하나의 층으로 보이기도 한다. L3층을 이루는 층 중 하나
가 Melzer 용액에 반응한다. 균사는 대개 곧게 뻗거나 부착점에서 약간 수축되
어 있으며 옅은 노란색을 띤다. 균사의 기저 부분은 폭이 4.5~8.5㎛ 정도이다.
포자벽의 세 층 모두 균사까지도 이어진다.

관찰균주 : CN14006
-채집지역 : 충남 대천
-기주식물 :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
-염기서열 : KP1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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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5┃ Diversispora aurantium

그림 26. Diversispora trimurales.A-B: 포자전체모습. C-D: 포자벽의구
A-B: 포자 전체 모습. C-D: 포자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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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unneliformis constrictum (Trappe) Walker & Schüßler
포자의 색깔은 붉은색에서부터 갈색, 검은색까지 다양하다. 형태는 거의 원
형이지만 때로는 불규칙하거나 한쪽면이 찌그러진 형태 혹은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F.constrictum 의 포자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포자벽(L1, L2)를 갖는데 L1은 유리질 층으로 Melzer’s reagent에 반응하지 않
는다. L2는 주홍빛을 띠는 갈색에서부터 검붉은 색까지 다양하며 L1보다 두꺼
운 라민(lamine)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착 균사는 원통형에서부터 잘록한 형
태까지이며 가끔은 약간 나팔 형태(flared)를 띠기도 한다. 부착 균사의 벽은 두
개의 층(L1, L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포자벽의 두 개의 벽과도 연결되어
있다. 바깥쪽의 L1은 포자가 성숙함에 따라 포자벽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성숙한 포자에서는 부착 균사의 L1의 두께는 변이
가 크다. 부착균사의 기저 부분에서 plug나 septum이 관찰된다.

관찰균주 : GB13047
-채집지역 : 경북 운주산
-기주식물 : 싸리(Lespedeza bicolor )
-염기서열 : KP14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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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unneliformis constrictum. A: 포자전체모습. B: Melzer’s rea
┃그림 2- 16┃ Funneliformis constrictum.
된Funneliformis constrictum. C: 균사와 septum. D: 포자벽의구조
A: 포자 전체 모습. B: Melzer’s reagent에 고정된 Funneliformis constrictum
C: 균사와 septum. D: 포자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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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Funneliformis mosseae (Nicolson & Gerd.) Walker & Schüßler
포자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가끔은 불규칙한 형태도 발견된다. 포자 색깔
은 대부분 황갈색이며, 진한 황갈색을 가진 것도 있다. 포자는 보통 토양에서
형성되며, 뿌리를 염색하여 관찰하면, 뿌리 조직 안에서도 생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포자의 크기는 (95-)168(-279) × (97-)174(-289)㎛ (n=200)
로 변이가 매우 크다. 포자벽은 2개(L1, L2)로 구성되며, 바깥벽(L1)은 유리질
이며, 점액질의 특성을 보이고, 1-3㎛ 두께이다. 성숙한 포자나 오래된 포자에
서 바깥벽은 탈락하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깥벽은 Melzer’s reagent 에
서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두 번째 벽(L2)은 황갈색으로 두께 3-6㎛의 laminae 층이다. 이 종의 독특한 특징은 포자의 기부(base)에 깔때기 모양(funnelshaped)의 부착균사를 가진다는 것이다. 포자과(sporocarps)는 직경 800㎛로
거의 구형이며, 외피(peridium)의 두께는 10-38㎛로 다양하고, 포자를 완전히
둘러싸거나 포자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자과는 보통 2-6개의 포자
를 포함하며, 가끔은 한 개, 혹은 30개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뿌리 감
염형태는 뿌리 내부 균사(intraradical hyphae), 수지상체(arbuscules), 균사 코
일(hyphal coils), 소낭(vesicles), 포자들이 trypan blue에 의해 진하게 염색되어
쉽게 관찰된다. 뿌리 내부 균사는 침입점(entry point) 가까이에 코일을 형성하
며, 이후에는 뿌리축을 따라 점차적으로 평행하게 자란다. 소낭(vesicles)은 매
우 산발적으로 형성되며, 대부분은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않고 서로 멀리 떨어
져서 관찰된다.

관찰균주 : CB00021
-채집지역 : 충북 괴산군
-기주식물 : 참억새(Miscanthus sinensis )
-염기서열 : KP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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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 Funneliformis
mosseae
그림 ┃그림
28. Funneliformis
mosseae.
A: 포자전체모습. B-C: 포자벽구조. D
기모양의부착균사. F: 균근.내부균사(H). 소포(V). 균사코일(HC). Sc
A: 포자 전체 모습. B-C: 포자벽 구조. D-F: 깔때기 모양의 부착균사.
㎛.
G: 균근. 내부균사(H). 소포(V). 균사코일(HC).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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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igaspora margarita Becker & Hall
포자는 토양 내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일 포자를 형성한다. 색깔은 주로
크림색에서 흰색이며, 진한 노란색이나 옅은 연두색을 띄는 것도 있었다. 포자
의 크기는 (236-)369(-472) × (254-)376(-472)㎛ (n=200)였다. 포자벽은 2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층(L1)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두께 1-3㎛의 단단
한 층으로 매끄럽고 L2의 laminae 층에 부착되어 있으며 색은 연한 갈색에서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두 번째 포자벽(L2)은 많은 얇은 벽들로 구성된 laminae 층이며 두꺼워서 단단했다. 포자를 깼을 때,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기도 하
며 색은 노란색이나 갈색이었다. 보통은 4-8개, 드물게 10개 정도의 융합된 적
층구조물(lamination)을 가지며, 성숙해감에 따라 lamination의 수는 증가하였
다. L2의 두께는 18-33㎛이며 각 lamination의 두께는 1.5-4㎛이었고, 하나의
포자 내에서도 두께는 다양했으며, Melzer’s reagent에 진한 적갈색으로 염색
되었다. L2의 안쪽에는 매우 많은 “무사마귀(warts)”나 “유연한 작은 돌기(papillae)”가 있어서, 또 다른 벽을 확인할 수 있지만 광학현미경으로 막의 구조를
정확히 볼 수는 없었다. 작은 돌기들은 포자형성 세포(sporogenous cell)에 매
우 가까이 존재하며 발아관이 형성되는 곳에서 특히 집중되어 나타났다. 포자
형성 세포(sporogenous cell)는 지름 37-54㎛이고 평균 42㎛였다. 밝은 갈색에
유리질이고, 벽의 두께는 1-5㎛이며, 포자의 부착 지점에서 더 두꺼웠다. 포자
를 지탱해주는 주걱형의 배병(bulbous suspensor)이 부착되어 있고, 그 아래로
부착균사가 있다. 포자형성 세포와 포자벽 사이에는 포자벽의 laminate 층과
함께 마개(plug)에 의해 폐쇄되어 있다. 수수 뿌리의 감염 형태 관찰에서 수지
상체(arbuscule), 뿌리 내부 균사(intraradical hyphae), 균사 코일(hyphal coils)
은 trypan blue로 염색했을 때 항상 진하게 염색되었다. 뿌리 안의 균사는 직경
이 4-10㎛로 두껍고, 부풀어오른 지역은 15㎛가 넘는 곳도 있으며, 뿌리축을
따라 길게 분포하였다. 균사는 많은 피층 세포들 사이에 빽빽하게 코일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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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균주 : KB05005
-채집지역 : 경북 속리산
-기주식물 : 참억새(Miscanthus sinensis )
-염기서열 : KP144309

┃그림 2- 18┃ Gigaspora margarita

그림 29. Gigaspora margarita. A: 포자전체모습. B-E: 포자벽의구
A: 포자 전체 모습. B-E: 포자벽의
구조. E-F:
cell 과 포자벽의
돌기.
Sporogenous
cellSporogenous
과포자벽의돌기.
G: 균근.균사코일(HC).
수지상체
G: 균근. 균사 코일(HC). 수지상체
(A).
균사
(H).
Scale
bar=50㎛.
(H). Scale bar=50㎛.

제2장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

61

18. P araglomus brasillianum (Spain & J. Miranda) Morton & Redecker,
포자는 설탕을 이용한 농도 구배 원심분리를 했을 때와 페트리디쉬에서 관찰
할 때 표면에 떠오르는 특성이 있다. 포자는 토양 내에 단일 포자 또는 몇 개씩
느슨하게 붙어 있는 형태로 형성된다. 포자는 유리처럼 투명하며, 오래 되거나
저장 물질이 생기면서 옅은 노란색이 된다. 보통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드
물게 원형의 포자를 가지는 것들이 있고, 크기는 60-140㎛ 이다. 포자벽은 보
통 밀착되어 있는 3개의 유리질 층으로 구성되며, 안쪽의 두 층은 Melzer’s reagent에서 밝은 노란색으로 염색된다. 가장 바깥층은 망가지지 않은 온전한 상
태에서 두께가 0.6-1.4㎛ 정도이며, 표면에 지저분한 다른 물질이 붙어 있다.
두 번째 층은 0.6-1.3㎛ 두께의 섬세한 laminate 층이며, substanding hypha의
벽에 연속되어 있다. 가장 안쪽 층 또한 0.9-2.5㎛ 두께의 섬세한 laminate 층
이고, 균사의 부착부위에서 6.9㎛까지 증가하기도 한다. 부착균사가 붙어 있으
며, 부착균사는 약간 번쩍거리는 원통형이고, 폭은 3.8-5.6㎛이다. 균사의 벽
은 포자벽 안쪽 두 층에 이어지는 두 개의 유리질 층(hyaline layers)으로 구성
된다.

관찰균주 : GW11126
-채집지역 : 강원도 칠성산
-기주식물 : 국수나무(Stephanandra incise )
-염기서열 : KP1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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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 Paraglomus brasillianum

그림30. Paraglomus brasillianum. A. 포자전체형태 B &C. 포자의벽
A: 포자 전체 모습. B-C: 포자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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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araglomus occultum (Walker) Morton & Redecker
포자는 토양 내에 단일 포자 또는 몇 개씩 느슨하게 붙어있는 형태로 형성되
며, 뿌리 안에서도 포자가 발견되었다. 포자는 유리처럼 투명하며, 오래되거
나 저장물질이 생기면서 연한 노란색이 되었다. 포자 안에 반짝이는 작은 방울
들이 보이며, 포자는 보통 타원형이나 불규칙한 형태로 존재하고, 드물게 원형
의 포자를 가지는 것들이 있었다. 포자의 크기는 (55-)71(-102) × (59-)75(105)㎛였다(n=200). 포자벽은 보통 밀착되어 있는 3개의 유리질 층(L1-L3)으
로 구성되며, 안쪽의 두 층은 Melzer’s reagent에서 밝은 노란색으로 염색되었
다. 가장 바깥층(L1)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에서 두께가 1㎛ 정도이며,
표면에 유기물 조각들이 얇게 붙어 있어 지저분해 보였고, Melzer’s reagent에
서 반응하지 않았다. 두 번째 층(L2)은 1㎛ 미만의 두께이며, 부착 균사 쪽에서
도 두께는 증가되지 않았고, 부착균사의 벽에 연속되어 있었다. 가장 안쪽 층
(L3)은 1㎛ 미만의 laminate 층이고, 균사의 부착부위에서 1.5㎛까지 증가하
기도 하며, 부착균사의 벽에 연속되어 있었다. 대부분 부착균사가 붙어 있었으
며, 부착균사는 반짝거리는 원통형이고, 폭은 3-5㎛였다. 부착 균사의 벽은 포
자벽 안쪽 두 층에 이어지는 두 개의 유리질 층(hyaline layers)으로 구성되었
고, 포자에서 멀어질수록 벽의 두께는 더 가늘어졌다. 수수 뿌리 내부에서 감염
형태를 보면, 뿌리 안의 균사가 희미하고 뚜렷하지 않았지만, 소낭(vesicle)이나
포자 부근에서는 진하게 관찰되었고, 코일 형태의 균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뿌
리 안에서 특히 발달되어 있는 형태는 소낭과 포자이며, 이들이 부분적으로 집
중되어 분포했다.

관찰균주 : CN06002
-채집지역 : 충남 청양군
-기주식물 : 각시붓꽃(Iris rossii )
-염기서열 : KP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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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 Paraglomus occultum

그림 31. Paraglomus occultum. A: 포자전체형태와뿌리속에형성된포
A: 포자 전체 형태와 뿌리포자벽의구조.
속에 형성된 포자. B-D:
포자벽의 구조.
E: 뿌리에형성된균근의형태.포자(S),
소포(V). Scale ba
E: 뿌리에 형성된 균근의 형태. 포자(S), 소포(V).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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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hizophagus clarus (Nicolson & Schenck) Walker & Schüßler
포자는 대부분은 황갈색이며, 유리처럼 투명하거나 진한 황갈색을 가진 것
도 있다. 포자는 토양 내에서 단독으로 혹은 작은 클러스터에서 형성되며 뿌리
의 피층세포 사이에서 형성된다. 포자의 크기는 (115-)167(-236) × (119-)
174(-246)㎛ (n=200)이다. 포자벽은 3개(L1-L3)로 구성되며, 3개벽 모두가 붙
어있지만, 성숙한 포자에서 적당한 힘을 가해 포자를 깨면 L3층은 분리될 때가
있었다. 첫 번째 벽(L1)은 유리질의 점액질(mucilagenous) 층이며, 보통 탈락되
기 때문에 성숙한 포자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다. 보통 1-5㎛ 두께이며, 어린 포
자에서는 8.5㎛ 두께로 두껍다. Melzer’s reagent에서 붉은색이나 밝은 자주색
으로 염색된다. 두 번째 벽(L2)은 항상 존재하는 유리질 층이며, 두께 9-15㎛이
다. Melzer’s reagent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맨 안쪽 층(L3)은 항상 존재
하는 층이며, 노란색에서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다. 두께는 1-4㎛ 범위이며 대
부분 2.5㎛ 안팎이다. 보통 2-5개의 더 작은 층으로 구성되어 laminae처럼 보이
며, 이들은 붙어 있으나 간혹 분리될 때도 있고, 부착균사가 연결된 곳에서는 두
께 12㎛ 이상으로 두꺼워진다. 부착균사는 원통형이며 18-24㎛ 지름을 가진다.
포자 안에는 다양한 크기의 작은 알갱이로 구성된 유리질의 포자 알갱이가 채워
져 있다. 뿌리 감염형태에서는 소낭(vesicle), 수지상체(arbuscules), 균사, 포자
등 모든 구조물들이 진하게 염색되어 관찰된다. 긴 타원형의 소낭들이 뿌리 안
의 침입점 가까이에서 만들어지며, 수지상체는 대부분 흩어져 나타났고, 군데군
데 모여서 나타나기도 한다. 뿌리 내부 균사는 직경이 2-5㎛ 정도이며, 소낭이
나 포자를 형성하는 끝에서는 두께가 더 증가했다. 어떤 곳에서 균사는 서로 평
행하게 뻗어 나가며, “H”나 “h” 모양으로 분지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뿌
리 안에 있는 포자는 클러스터에 모여서 존재하며 그 크기가 커서 뿌리 피층내
에서 깨진 상태로 관찰된다.

66

| 한국의수지상균근균

관찰균주 : GW05008
-채집지역 : 강원 양양군

-기주식물 : 옥수수(Zea mays )		

-염기서열 : KP144311

┃그림 2- 21┃ Rhizophagus clarus.

그림 32. Rhizophagus clarus. A: 포자의전체모습과뿌리안에서형성된포
A: 포자의 전체 모습과 뿌리안에서
형성된 E:
포자포자발아.
B-D: 포자벽Apical
구조. hypha(AH). Juvenile spore(S). F: 형질
포자벽구조.
E: 포자발아. Apical hypha (AH). Juvenile spore(S). F: 형질전환 뿌리에서 형성된 포자
에서형성된포자 G: 뿌리내에형성된균근.포자(S). 소포(V)Scale bar=5
G: 뿌리내에 형성된 균근. 포자(S). 소포(V)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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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hizophagus intraradices (Schenck & Smith) Walker & Schüßler
포자는 뿌리 안에서 단독으로 형성되거나 클러스터에서 형성되며, 드물게 뿌
리 밖에서도 형성된다. 포자 색깔은 흰색 또는 밝은 크림색에서부터 연한 갈색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노란색에서 연한 갈색을 띠는 둥근 알갱이들을 포함
하고 있다. 포자의 크기는 (49-)89(-132) × (52-)94(-140)㎛ (n=200)로 다
양하다. 포자벽은 3개(L1-L3)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바깥쪽 벽(L1)은 유
리질의 점액질층(mucilagenous)으로 1-3㎛ 두께를 가지며, 이 벽이 손상되지
않은 어린 포자에서는 Melzer’s reagent에 자주색으로 염색되지만 성숙해 감
에 따라 이 층은 거의 떨어져 나간다. 두 번째 벽(L2)은 유리질층으로 어린 포
자에서 손상되지 않았을 때 2-5㎛ 두께를 가지며, 성숙해 감에 따라 L1과 함
께 이 층도 떨어진다. 성숙한 포자에서 L1과 L2층은 모두 떨어져 나가 없어지
거나 부분 부분 함께 존재한다. 맨 안쪽 벽(L3)은 연한 노란색에서 갈색을 띠
며 laminae 층이고, 적당한 힘으로 깨면 분리된다. 이 층을 구성하는 얇은 층
(sublayers)들이 분리되는 정도는 눌러 깬 힘의 세기나 포자의 성숙 정도에 따
라 상당히 다양하며, 성숙한 포자에서 3-12㎛정도 두께이다. PVLG에서 포자
를 눌렀을 때, 포자벽이 접혀 독특한 형태가 나타나며, 부착균사는 원통형에서
약간 나팔 모양을 하고, 11-18㎛ 지름을 가진다. 뿌리 감염형태를 보면 수수의
피층세포에서 수지상체(arbuscule)와 균사가 trypan blue로 진하게 염색된다.
수많은 소낭(vesicle)이나 포자들이 균사 네트워크를 따라 침입점 가까이에 형
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군데군데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관찰균주 : CB00019S19
-채집지역 : 충북 청원군
-기주식물 : 참억새(Miscanthus sinensis )
-염기서열 : KP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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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2┃ Rhizophagus intraradices

그림 33. Rhizophagus intraradices. A: 포자. B-D: 포자벽구조 E: 포자
A: 포자 전체의 모습과 뿌리
안에서 형성된 포자.
질전환식물뿌리에서형성된포자.
F: 균근.포자(S). 소포(V). Scale bar
B-D: 포자벽 구조 E: 포자발아 및 형질전환 식물뿌리에서 형성된 포자.
F: 균근. 포자(S). 소포(V).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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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
 hizophagus irregularis (Błaszk., Wubet, Renker & Buscot)
Walker & Schüßler
포자의 색은 투명하거나 갈색을 보이기도 한다. 포자는 독립적으로 존개하기
도 하고 포자의 집합체로 함께 존재하기도 한다. 모양은 대부분 구형이나 일부
는 타원형이나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하기도 하다. 포자벽은 세 층(L1, L2, L3)
으로 이루어진다. L1층의 두께는 0.5~1.5㎛ 정도이며 주로 어린 포자에 있다
가 사라진다. 이 층은 Melzer 용액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L2층과 L3층은 자
라면서 순차적으로 형성되는데, L2층은 어린 포자에서 1.0~4.9㎛로 역시 성
숙한 포자에서 없어지기도 한다. L3층은 얇으나 빛이 투과되면 옅은 노란색이
나 황갈색을 나타낸다. L3층이 Melzer 용액에서 어두운 적색이나 갈색으로 염
색된다. 균사벽도 포자벽의 L3층과 유사하며 옅은 노란색이나 황갈색으로 보
인다. 모양은 대개 원통형이나 나팔형이며 폭이 7.4~19㎛ 정도이다. 균사벽도
포자벽의 세 층이 계속 이어지며 역시 포자 형성 초기에 바깥 2층이 존재하다
가 포자가 성숙하면서 얇아지거나 없어진다. 포자에 부착된 균사에서도 포자
벽으로부터 이어진 L3층이 Melzer 용액에서 반응하여 진한 갈색으로 보인다.

R.irregularis 는 그동안 R.intradices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점점 다른 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Melzer 용액에서 서로 다른 반
응을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균주정보 : CN14040
-채집지역 : 충남 삽시도
-기주식물 :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
-염기서열 : KP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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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3┃ Rhizophagus irregularis

그림 34.Rhizophagus irregularis.A-B: PVLG에고정된Rhizophagus irre
A-B: PVLG에 고정된 Rhizophagus
irregularis
(A)와 Melzer’s reagent에 염색된 Rhizophagus
irregularis(B)
.
와 Melzer’s
reagent에염색된Rhizophagus
irregularis(B).
C-F:
포자벽의
C-F: 포자벽의 구조와 균사.사.
PVLG에
고정한 형태(C, E), Melzer’s reagent에
염색한reagent에염색한형태(D,F)
형태(D,F)
PVLG에고정한형태(C,
E), Mel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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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cutellospora calospora (Nicolson & Gerd.) Walker & Sanders
Scutellospora calospora 는 투명하고 연한 노란색이며 포자의 크기는 150160㎛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포자의 형태는 구형의 포자도 있으나 대개는 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포자벽은 L1, L2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층은 거의 붙어 있다. L1과 L2는 유리질의 벽으로 매우 밀착되어 있으므
로 두 벽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L1이 단일벽인데 비해 L2는 매우 많은
층이 겹쳐져 구성된 lamine층이다. 발아벽은 두 개의 유연한 벽(gw1, gw2)으
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벽은 매우 가깝게 붙어 있다. gw1은 두 개의 층(L1,
L2)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gw1은 포자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독립된 하나
의 벽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gw2도 L1, L2의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2는 Melzer’s reagent에 반응하여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부착 균사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는 plug가 관찰된다. 발아 방패(germination shield)는 짙은
노란색-연한 갈색을 띠는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부드럽지만 여
러 개의 주름이 잡혀있다. 발아 방패는 대체적으로 유연하여 압력을 주어 포자
를 깨트리는 경우 여러겹의 주름이 잡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포자를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아방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균주 : GB13050
-채집지역 : 경북 운주산
-기주식물 : 작살나무(Callicarpa japonica )
-염기서열 : KP14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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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4┃ Scutellospora calospora

그림 35. Scutellospora calospora. A: 포자벽의발아방패(germination s
Scutellospora
in 고정된
PVLG.Scutellospora
F: Scutellospora
calospora
in Melzer’s
A: 포자벽의 발아방패(germination
shield).calospora
B-E: PVLG에
calospora
.
F: Melzer’s reagen에 염색된 Scutellospora calos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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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cutellospora heterogama (Nicolson & Gerd.) Walker & Sanders
포자과는 발견되지 않으며 포자는 토양 내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일 포자
를 형성한다. 색깔은 주로 적갈색을 띠는 것과, 흰색에서 크림색을 띠는 것의 2
종류가 있는데, 성숙한 포자의 대부분은 적갈색을 띤다. 포자의 크기는 (178-)
300(-394) × (184-)308(-406)㎛ (n=200)이다. 포자를 구성하는 벽은 포자벽
(spore walls) 2층(L1, L2)과 발아벽(germinal walls) 2층(gw1, gw2)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가장 바깥의 포자벽(L1)은 항상 존재하는 단단한 층이며, 색은 연한 갈
색을 띠었고, 2∼3㎛의 둥근 형태의 작은 돌기(wart)가 밀집하여 분포한다. 두
번째 포자벽(L2)은 황갈색에서 적갈색으로 laminae 층이고, 성숙한 포자에서 두
께는 5-9㎛였다. L2 층은 Melzer’s reagent에서 진한 적갈색으로 염색되었다. 발
아벽은 이중막으로 된 2개(gw1, gw2)의 벽으로 구성되며, 유연한 유리질 벽이
었다. 발아벽은 포자벽에서 잘 분리되나, 2개의 발아벽은 밀접하게 붙어서 쌍으
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발아벽 1(gw1)은 2개 층(L1, L2)으로 이루어지며 단
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두 층 모두 1㎛이하의 두께로 매우 얇아서 한 층으로 보
일 때가 많다. 그러나 gw1의 L1은 부분적으로 분리되며 울퉁불퉁한 물결모양을
나타낸다. 발아벽 2(gw2)도 2개 층(L1, L2)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gw2의
L1은 1㎛이하, gw2의 L2는 1-2㎛ 두께이다. 이들 두 층도 매우 얇아서 PVLG
에서 보면 1개 층으로 나타나지만, gw2의 L2에서만 Melzer’s reagent에서 진한
자주색으로 염색되어 구분할 수 있다. 포자형성 세포(sporogenous cell)는 주걱
형(bulbose)의 구형으로 지름 22-48㎛이고 평균 42㎛였으며, 색깔은 황갈색을
띤다. 발아방패(germination shield)는 노란색에서 갈색이며, 길쭉한 타원형이
다. 약간 주름져 있는 모습이고, 발아공(germ holes)이 가까이 있다. 수수 뿌리
내부에서 수지상체(arbuscules)와 균사는 trypan blue로 일관되게 진하게 염색
된다. 주 균사에서 수많은 미세한 끝을 가진 수지상체가 있으며, 균사는 가끔 마
디를 이루거나 돌출되고, 침입점 가까이에 보통 조밀하게 코일화되어 있다.

74

| 한국의수지상균근균

관찰균주 : GW05008
-채집지역 : 강원 양양군

-기주식물 : 옥수수(Zea mays )		

-염기서열 : KP144317

-염기서열: KP144317

┃그림
25┃ Scutellospora
heterogamaA: 포자전체모습. B-D: 포자벽구
그림
36.2-Scutellospora
heterogama.
아하는포자와조직배양뿌리에서형성된포자.
Auxiliary cell (AC). Circu
A: 포자 전체 모습. B-D: 포자벽 구조.
hyphae(C-RH). F: 균근.수지상체(A). 균사(H). 균사코일(HC). Scale b

E: 발아하는 포자와 조직배양 뿌리에서 형성된 포자. Auxiliary cell (AC). Circular-runner hyphae(C-RH).
F: 균근. 수지상체(A). 균사(H). 균사코일(HC). Scale bar=50㎛.

73

제2장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

75

25. Scutellospora pellucida (Nicolson & Schenck) Walker & Sanders
포자는 토양에서 단독으로 형성되거나 뿌리 안에서 형성되며, 포자 안에서
작은 기름방울들이 반짝거리고, 연한 회색이며 유리질이다. 포자의 형태는 원
형 또는 타원형이며, 모양이 불규칙하다. 포자의 크기는 (152-)209(-269) ×
(155-)225(-300)㎛ (n=200)이다. 포자를 구성하는 벽은 포자벽 2층(L1, L2)
과 발아벽 2층(gw1, gw2)으로 구성된다. 가장 바깥의 포자벽(L1)은 항상 존재
하는 층으로, 부서지기 쉬우며, 표면이 매끄러운 유리질로 이루어진 단위벽 층
이다. 3-4㎛ 두께이고 L2층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Melzer용액에 염색
했을 때 L1은 염색되지 않고, L2는 진한 적자색으로 염색되어 L1과 L2는 구분
할 수 있다. 두 번째 포자벽(L2)는 유리질의 매우 섬세한 작은 층들로 이루어진
점착성 laminae 층이다. 전형적으로 두께 4-9㎛를 가지는 L2는 부서지기 쉽고,
L1에 밀접하게 부착되어 있다. 발아벽은 이중막으로 된 2개(gw1, gw2)의 벽으
로 구성되며, 유연한 유리질 벽이다. 많은 성숙한 포자에서, 2개의 발아벽은 밀
접하게 붙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발아벽 1(gw1)은 2개 층(L1, L2)이 결합
되어 있다. 1㎛ 두께의 gw1의 L1은 유리질의 막성이며, 두께 1-2㎛로 단위벽
인 gw1의 L2와 밀접하게 부착되어있다. 가끔 gw1의 L1은 분리되어 주름을 만
들기도 하며, gw1의 L1과 L2 모두 Melzer용액에서 염색되지 않는다. 발아벽
2(gw2)는 2개 층(L1, L2)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 잘 분리되지 않는다. gw2
의 L1은 2-4㎛ 두께로 Melzer용액에서 연한 분홍색을 나타낸다. gw2의 L2는
Melzer용액에 염색되었을 때 측정하면 두께는 2-5㎛이다. gw2의 L2는 유리질
의 얇은 비닐 같은 층으로 무정형층(amorphous)이며, Melzer용액에서 연한 자
주색으로 염색된다. Sporogenous cell은 31-42㎛ 폭을 가지고, 연한 노란색에
서 유리질이다. 수지상체, 뿌리 내부 균사, 균사 코일은 trypan blue로 염색했을
때 항상 진하게 염색되고, 소낭은 존재하지 않는다. 뿌리 내부 균사는 직경이
4-10㎛로 다른 종들에 비해 두껍고, 부풀어오른 지역은 15㎛가 넘는 곳도 있
으며, 뿌리 축을 따라 길게 분포한다. 특히, 세포 내부 균사는 침입점 근처의 피
층세포 사이에서 빽빽하게 코일화되어 있어, 코일균사를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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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균주 : CB05001 -채집지역 : 충북 음성
-기주식물 : 들깨(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		

-염기서열 : KP144310

그림 37. Scutellospora pellucida. A: 포자전체모습. B: Melzer용액으로염
┃그림
26┃ Scutellospora
pellucida.
자.
C-E:2-포자벽구조(C
in PVLG,
D &E in Melzer’s reagent). F: 발아하는포
른쪽),조직배양뿌리에서형성된포자.
G:E in균근의형태.균사코일(HC).
수
A: 포자 전체 모습. B: Melzer 용액으로 염색한 포자. C-E: 포자벽 구조(C in PVLG, D &
Melzer’s reagent).
(A).
Scale
bar=50㎛.
F: 발아하는 포자(오른쪽), 조직배양 뿌리에서 형성된 포자. G: 균근의 형태.균사 코일(HC). 수지상체(A). Scale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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