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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뇌삼의 2차 체세포배 발생을 통한 식물체 유도 및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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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뇌삼(Panax ginseng)의 효율적인 증식과 성공적인 토양 순화의 최적 조건을 구명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장뇌삼의 자엽을 시료로 사용하여 체세포배를 유도한 후, 유도된 체세포배를 발아시켜 얻은 자엽을 다시

시료로 사용하여 2차 체세포배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2차 체세포배의 형성율은 MS 배지의 경우 약

53%이고, WPM 배지의 경우 약 48%인 것으로 나타나 1차 체세포 배의 형성율인 MS 배지와 WPM 배지의 각각

83%, 73%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된 체세포배는 GA
3
가 첨가된 WPM 배지에서 발아시키고, 무

기염류의 양을 반감시키고, GA
3
가 첨가된 WPM 배지에서 신장시킨 후, 무기염류를 줄인 SH 배지에서 대기 순화와

무당배양의 처리에 따른 줄기와 뿌리길이, 생존율 차이를 조사하였다. 기내에서 대기 순화와 무당배양 혼용처리 시

가장 정상적인 유식물체로 성장 시킬 수 있었고, 뿌리길이도 가장 길었으며, 생존율 또한 75%로써 가장 높은 생존

율을 보였다. 

Abstra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optimal condition for plant regeneration and acclimatization

from somatic embryos of Panax ginseng. Cotyledon segments of Panax ginseng produced primary and secondary

somatic embryos when cultured on MS and WPM media supplemented with 7% sucrose. To induce plantlet conversion,

cotyledonary somatic embryos were cultured on WPM solid medium with GA
3
 at various concentrations (1~30

mg/L) for 4 weeks. Plantlets were transferred to 1/2 WPM solid medium with GA
3
 at various concentrations

(0~5 mg/L) and 0.5% activated charcoal for shoot and root elongations. Elongated plantlets further developed

into well-developed leaf and root system on 1/3 SH medium with 0.5% activated charcoal under ventilation

condition for 5 months. The highest survival rate to soil was 75% when plantlets were regenerated on 1/3 SH

medium without sucrose under ventilation condition. 

Key words : acclimatization, Panax ginseng, somatic embryogenesis, ventilation 

서 론

산삼(Panax ginseng C.A. Meyer)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는 반음지성 식물로써 오래전부터 영

약(靈藥)으로 취급되어 불로장생의 선약이자 만병통치약

의 으뜸으로 알려져 왔다. 재배 인삼의 원종은 산삼이며,

고려시대 이전에는 사람을 닮은 삼이라 하여 지금의 산삼

을 인삼이라 불러 왔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삼, 산삼,

장뇌삼이라 하여 사람이 밭에서 재배하는 삼을 인삼이라

하고, 야생의 씨를 기원으로 하고 산야에서 자연적으로 자

라는 것을 산삼이라 하며, 산삼의 종자 또는 재배인삼의

종자를 산중에 파종하여 가꾸는 것을 장뇌삼(산양삼)이라

하여 구분 짓고 있다(고성권 등, 2005). 

인삼의 개화는 종자가 발아한 후 2~3년 이내에 이루어

지지만 산삼의 경우, 인삼보다 다소 늦으며 개화를 하더

라도 꽃의 수나 결실된 장과의 수도 적다. 그래서 산삼 종

자의 경우, 구하기가 어렵고 값이 비싸다(조재성 등, 1998).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산삼종자를 기원으로 한 유묘생산

을 위해서는 식물체의 조직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대량생

산이 가능한 식물조직배양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삼의 조직배양에 관한 연구는 Butenko(1968)가 뿌리

절편으로부터 캘러스를 유기하여 기관형성과 체세포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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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 한 이래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캘러스의 분화, 체세포배 형성과

기관형성, 식물체 재분화 및 형질전환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었지만, 토양이식 순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Choi et al., 1998; Choi et al., 2003;

Tang, 2000; Yoon et al., 2004). 또한 인삼 캘러스로부터

체세포배를 유도할 경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생장조절물

질이 요구되며(Yang et al., 2005), 캘러스에 고농도의 식

물생장조절물질을 투여할 경우 염색체의 변이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Park, 2006).

한편, 체세포배 발생을 통한 조직배양묘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체세포배의 발생과 이로부터의 식물체 재생, 식

물체의 토양 순화 등 일련의 효율적인 재분화 및 순화체

계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토양 순화의 성

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기내 유식물체의 정상

적인 형태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Lee et al.,

2002).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식물체 형성 후 토양이

식 및 순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장뇌삼의 조직배양 시 식물생장조절물질

의 최소 사용량으로 이차배 형성을 통해 체세포배의 형성

율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인자인 대기

순화와 광독립배양을 조절해 기내에서 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식물체의 재생과 토양 순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명하여 장뇌삼 묘목생산을 위한 최적 시스템을 확립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및 배양 조건

본 연구의 공시 재료는 장뇌삼의 성숙종자로 전북 진안

군 백운면 덕현리의 산야에서 장뇌삼(산삼 종자를 인위적

으로 산에 심은 삼)을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구입한 것이

다. 모든 종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하기 전까지 4oC

에서 보관했다. 종자의 표면살균은 종피가 제거된 성숙종

자를 대상으로 70% 에탄올(v/v)에 60초간 침지처리 후,

4% NaOCl에 15분간 침지처리를 2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 멸균수로 5회 세척한 후, 수분을 제거하였다. 소독된 종

자는 발아촉진을 위하여 칼과 핀셋을 사용하여 기계적 가

상처리 후 3% sucrose와 0.3% gelite가 함유된 MS 기본

배지(Murshige and Skoog, 1962)에 치상하였다. 배지의

pH는 멸균하기 전에 5.7로 조절하였고 121oC에서 20분간

멸균시켰다. 모든 배양조건은 23±2oC의 온도와 조도 40

μmol m−2s−1으로 16:8(day: night)로 유지시켰다.

2. 체세포배의 유도

종자를 8주간 배양시켜 얻은 자엽 조직은 7% sucrose,

0.3% gelite가 첨가된 MS 기본배지와 WPM 기본배지

(Lloyd and McCown, 1981)에 치상하였으며, 배지의 신선

도 유지를 위해 2주 간격으로 계대배양을 실시하였다. 위

전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1차 체세포배를 발아시켜 얻은 자

엽조직을 본 시료로 사용하였다. 발아배지는 WPM 기본배

지(3% sucrose, 0.3% gelite)에 3 mg/L의 농도로 gibberellic

acid(GA
3
)를 처리하였다. 2차 체세포배의 유도를 위해 3주

후에 발아된 체세포배의 자엽 조직을 취해서 MS, WPM

기본배지(7% sucrose, 0.3% gelite)를 1회용 Petri-dish(100

×10 mm)에 25 mL씩 분주하여 사용하였다. 자엽조직은

수평으로 배지에 접촉되도록 Petri-dish 당 5개씩 치상하

여 15반복하였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실험을

총 3회 실시하였다.

3. 체세포배 발아 및 유식물체 형성

체세포배 발아를 위해 WPM 기본배지(3% sucrose,

0.3% gelite)에 농도를 달리한 GA
3
(1, 3, 5, 10, 15, 30

mg/L)를 처리 후 4주간 배양하였고, Petri-dish(100×10

mm) 당 5개체씩 5반복으로 치상하였다. GA
3
를 처리한

WPM 기본배지에서 발아된 유식물체(shoot의 길이 0.5~1

cm)를 신장배지로 옮겨주었다. 신장배지는 0.5% 활성탄

이 첨가된 1/2 WPM 배지(3% sucrose, 0.3% gelite)에 농

도를 달리한 GA
3
(0, 1, 3, 5 mg/L)를 첨가하여 제조하였고,

Petri-dish(100×40 mm) 당 5개체씩 5반복으로 치상하였

다. 소식물체를 3주간 줄기 신장시켜 길이가 2~4 cm로 자

란 것을 대상으로 순화시험을 실시하였다.

4. 환기처리와 토양 이식 전처리

기내에서 유도한 소식물체는 대기에 적응시키기 위해

마젠타박스(65 mm×65 mm×100 mm) 뚜껑에 지름 30

mm의 환기구멍을 설치하고 membrane filter로 막아 오염

원을 차단하였다. 환기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환기구멍을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와 배양을 같이 진행시켰다. 1/2 SH

배지(Schenk and Hildebrandt, 1972)에 탄소원을 2%

sucrose, 0.3% gelite로 경화시켜 사용하였다. 배양기간은

4주간의 계대배양 과정을 거쳐서 총 8주간 시행하였다. 

8주간 배양 후 줄기신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sucrose를

1%로 줄이고, SH 배지 무기염류 농도를 1/2배에서 1/3배

로 감소시키고 4주 동안 배양시켰다. 뿐만 아니라 1%

sucrose가 함유된 배지와 무처리를 비교하기 위해 대조구

로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4주 간격으로 계대배양을 하였

고 5개월 후에 신장된 식물체의 줄기와, 뿌리길이를 측정

하였다. 

5. 토양 순화 

자엽의 신장과 잎, 뿌리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식물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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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양 순화를 위한 시료로써 사용하였다. 토양 순화를

위해 멸균된 펄라이트를 사용하였고, 플라스틱 상자(30

cm×40 cm×15 cm)에 높이 10 cm까지 펄라이트를 채운

후 20개체의 유묘를 이식하였고, 3번 반복 처리하였다. 이

식 후 투명 아크릴 판을 덮어주어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

였으며 매일 1회씩 환기와 Spray 관수를 실시하였다. 3주

후부터는 1주 1회씩 관수해주었고 환기는 매일 1회씩 실

시하였다. 총 5개월간 순화 후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체세포배 유도

자엽에서 얻은 1차 체세포배의 형성율은 MS 배지에서

약 83%, WPM 배지에서 약 73%가 유도되었지만, 1차 체

세포배의 자엽 조직에서 얻은 2차 체세포배의 형성율은

MS 배지의 경우 약 53%, WPM 배지에서는 약 48%를 나

타내었다. 두 배지간의 체세포배 형성율 차이는 1차 체세

포배의 경우 10%, 2차 체세포배의 경우엔 5%로, 1차 체

세포배 형성율에 비해 두 배지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Figure 1). 이와 같이 인삼 조직으로부터 직

접적인 2차배형성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미 보고된 바 있

다(Arya et al., 1993). 이렇게 1차배에서 2차배로 직접 체

세포배의 형성은 중간단계의 캘러스로부터 일어나는 분

화시스템보다 체세포변이(somaclonal variation)가 유도될

가능성이 적으며(Ammirato, 1989), Camellia reticulata의

체세포배 발생 실험에서도 2차배 발생을 이용한 유전적

안전성이 입증되어(Plata and Vieitez, 1990), 앞으로 직접

적인 배형성을 통해 2차배를 활용하여 대량으로 증식하는

시스템은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희귀수종 및 고부가가치

를 지닌 식물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적용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2. 체세포배의 발아 및 유식물체 형성 

WPM 기본배지에 GA
3
의 농도(1, 3, 5, 10, 15, 30 mg/

L)를 달리하여 처리한 결과, 다양한 형태로 2차 체세포배

가 유도되었으며(Figure 3-A), 발아배지에 옮길 때 자엽기

의 체세포배(Figure 3-B)를 모 조직과 분리시키지 않고 붙

어있는 그대로 발아시켰다. 체세포배의 경우에는 조직과

붙어 있다가 단일배로 떨어지면서 뿌리의 형성이 잘 발달

되었는데, 이는 자엽에서 생성된 체세포배가 한 개씩 단

일배로 떨어지면서 뿌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한 것

(Yang et al., 1999)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세포

배 중에서도 줄기와 뿌리가 잘 형성된 것(Figure 3-C)만

선별하여 식물체 유도에 사용하였다. 자엽기의 체세포배

는 배양 후 모든 농도에서 발아를 시작하여 2주 후에는

90% 이상 발아가 이루어졌다(Data not shown). GA
3
의 농

도가 10 mg/L 이상인 경우 비정상적인 줄기 비대성장으

로 유도되어 3주후 모두 고사하였다. 인삼의 경우, 10 mg/

L GA
3
를 첨가한 MS 배지에서 2주간 배양시킨 체세포배

의 발아율이 가장 높았고(Choi et al., 1999), 미국삼의 경

우에는 10~20 mg/L의 GA
3
와 0.5%의 활성탄을 첨가한

SH 배지에서 5주간 배양시킨 체세포배의 발아율이 증진

되었다(Zhou and Brown, 2006). GA
3
의 처리농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배지의 종류와 배양기간, 시

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환기처리와 토양 이식 전처리

발아된 유식물체를 신장시키기 위해 WPM 배지에 무기

염류를 반감시키고 0.5%의 활성탄을 첨가하고 GA
3
의 농

도(0, 1, 3, 5 mg/L)를 달리한 배지에 치상한 결과 줄기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Figure 2).

Lee et al.(2002)은 오가피나무 체세포배에서 GA
3
를 처

리하여 발아시킨 후 0.5%의 활성탄이 첨가된 배지에 배

양시켰을 때 재생률과 생존율이 높았다고 보고 하였고,

Zhou and Brown(2006)은 미국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아된 유식물체의 재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0.5%의 활

성탄을 첨가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

비 실험 시 발아 후 활성탄이 첨가되지 않은 배지에 배양

Figure 1. Percentage of primary and secondary embryos on

MS or WPM basal media with 7% sucros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Figure 2. Effects of GA
3
 on plantlet elongation. Plantlets

were grown on 1/2 WPM with 0.5% activated charcoal and

0.3% gelrite for 3 week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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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을 때 대부분의 유식물체들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배

지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고사하는 현상을 보여서 0.5%

의 활성탄을 배지에 첨가하였고, 그 결과 유식물체의 신

장이 촉진될 수 있었다. 3주간의 신장 기간 동안 줄기의

길이는 2~4 cm까지 자랐지만 잎이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

지 않고 말려있는 현상을 보였다(Figure 3-D). 따라서 잎

이 완전히 전개된 정상적인 형태에서 순화 실험을 위해

전처리를 하였고, 배양용기에 환기구를 만들어 대조구와

비교한 결과 정상적인 잎의 모습을 갖춘 유식물체로 전환

되었다(Figure 3-E).

대조구(환기 무처리)에서는 잎의 말림현상이 지속적으

로 관찰되었다. 배양 4주 후 약 20%의 개체만 잎이 완전

히 펴졌으나 잎의 활력이 떨어지고 8주 후에는 배양기내

의 과습으로 인해 대부분의 잎에서 위조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환기 처리된 용기 내에서는 배양 4주후 약 32%의 개체가

잎이 완전히 펴졌고, 활력도 또한 대조구에 비해 향상되

었으며, 형태적으로 잎이 진녹색을 띠며 건전하게 성장하

였다(Figure 3-E).

이는 Kim et al.(2006)의 환기처리 상태의 잎이 무처리

보다 더 진녹색을 띠고, 잎의 생장이 커지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기처리와 무당배지를 이용

한 광독립배양(Photoautotrophic growth) 처리에서 얻은 결

과와 유사한 것이다. Smith et al.(1990)은 기내배양의 습

도를 낮춤으로 인해 잎의 단위면적당 엽록소의 양이 증가

함을 확인하였고, Cournac et al.(1991)은 기내배양 시 무

당배지에 환기처리를 통해 CO
2
를 공급하여 준 결과, 야외

에서 자라는 식물과 유사하게 성장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

다. 일반적으로 대기 순화 실험과 관련되어 배양기의 크기

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배양기내의 습도 조절, 가스교

환을 통한 생장 촉진으로 기내배양 된 식물체를 토양으로

Figure 3. Secondary somatic embryogenesis and plant regeneration of wild Panax ginseng. (A) formation of secondary somatic
embryos from cotyledon explants, (B) cotyledonary stage embryos, (C) germination of somatic embryos exhibiting both shoot and

root on WPM medium with 5 mg/L GA
3
, (D) elongation of plantlets on 1/2 WPM medium with 3 mg/L GA

3
, (E) plantlets developed

on 1/3 SH basal medium containing 0.5% activated charcoal without sucrose under ventilation for 4 months, (F) 5-month-old
plantlet just before transplanting to the field, (G) 3-month-old plantlet acclimatized to sterilized pearlite soil, (H) and (I) 5-month-old

wild Panax ginseng with a latent bud(s). Bars A: 1 mm; B: 0.6 mm; C: 1.5 mm; D: 1.2 cm;  F: 1.7 cm; G: 0.8 cm; H: 0.6 cm; I: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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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로 이식하기 전에 중간경화 과정을 거쳐서 유식물체

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Kozai

et al., 1987; Fujiwara et al., 1995; Van Huylenbroeck and

Debergh, 1996; Saxena and Dhawan, 1999). 

환기처리기술과 더불어 탄소원으로써 sucrose 무처리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배지에

탄소원으로 sucrose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배양기

간 동안 비용 증가, 미생물로 인한 오염, 유식물체의 빈약

함과 동시에 야외 순화 시 생존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Xiao and Kozai, 2006). Pruski et al.

(2002)은 감자의 한 품종인 Russet Burbank Potato의 기내

배양 시, CO
2
를 주입시켜주고 당을 첨가시키지 않은 배양

Table 1. Effect of sucrose and ventilation on the survival of soil transferred plantlets of wild Panax ginseng for 5 months of
culture.

Condition Medium
Months

1 3 5

 Ventilation
 1/3 SH + 0.5% AC   96.3±2.2a  85.3±6.2  74.9±8.2

 1/3 SH + 0.5% AC + 1% Sucrose  90.2±2.8    35.0±11.2  15.1±7.9

 Control
 1/3 SH + 0.5% AC 0 0 0

 1/3 SH + 0.5% AC + 1% Sucrose  35.0±5.8 0 0

aData represent the mean values (%) ±S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Table 2. Length of root and shoot on ventilation condition of
wild Panax ginseng.

Medium
Root length

(cm)
Shoot length 

(cm)

 1/3 SH + 0.5% AC  10.1±1.4a  5.1±1.8

1/3 SH + 0.5% AC + 1% Sucrose   8.5±2.8  5.1±1.9

aData represent the mean value±SE of 3 independent experi-
ments.

Table 3. Optimal media for regeneration of wild Panax ginseng.

Media Purpose Components
Periods (Sub-culture)

(weeks)
Cultural Vessel

SIMa Induction for Somatic embryos
MS
7% Sucrose
0.3% Gelite

8(2)
Petri-dish

(100×10 mm)

SGMb Germination for Somatic embryos

WPM 
3% Sucrose
0.3% Gelite
3 mg/L GA

3

4
Petri-dish

(100×10 mm)

PEMc Elongation of Plantlets

1/2 WPM
3% Sucrose
0.5% AC
0.3% Gelite
3 mg/L GA

3

3
Petri-dish

(100×40 mm)

PDM1d

Development of Plantlets

1/2 SH
2% Sucrose
0.5% AC
0.3% Gelite

8(4)

Magenta box

(65×65×100 mm)
4 weeks culture
 + Magenta box

(65×65×100 mm)
4 weeks ventilation

PDM2d

1/3 SH
1% Sucrose
0.5% AC
0.3% Gelite

4
Magenta box

(65×65×100 mm)
ventilation only

PDM3d

1/3 SH
0.5% AC
0.3% Gelite

8(4)
Magenta box

(65×65×100 mm)
ventilation only

aSomatic embryo Induction Medium
bSomatic embryo Germination Medium
cPlantlet Elongation Medium
dPlantlet Development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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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의 식물체가 정상 식물체와 가장 비슷하게 유도되었

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도 탄소원인 sucrose의

공급을 점차적으로 3%에서 무처리 상태로 줄인 결과, 미

생물에 의한 오염을 줄일 수 있었다. 더욱이 배양용기에

환기처리를 하여 정상적인 형태의 기내식물로 유도하여

(Figure 3-F), 야외 순화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고, 차후 토양이식 순화율을 높일 수 있었다(Figure

3-G, 3-H, 3-I ; Table 1).

탄소원이 첨가된 배양기의 경우 완전 밀폐가 불가피하

여 배양기안의 미세기후는 고습, 배양실과 배양기와의 가

스교환 부족, 에틸렌과 같은 가스 축적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킴에 따라 Kozai(2006)는 영양성분의 조성, 식물생장조

절물질의 종류와 적정 농도에 관한 조직배양 연구에서 배

양기내의 환경적인 인자들로 작용하는 가스, 물의 삼투 포

텐셜, 빛, 배양기의 종류에 관한 예비 연구가 필요함을 강

조하였다.

환기 처리 상태에서 기내 배지에 sucrose 첨가의 유무에

따른 식물체의 줄기 및 뿌리길이를 측정한 결과, 식물생

장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환기 무처리의

대조구에서는 지속적인 계대배양 후에도 잎은 시들면서

계속적으로 잎이 말려가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sucrose

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8주내에 식물체가 모두 고사하였

다. 대조구에 당을 첨가한 경우에도, 약 20%의 잎만이 완

전한 형태를 갖추었으며 야외 순화 시 1개월 내에 잎이 시

들었고 곰팡이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3개월 내에 모두 고

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당배양과 함께 환기처리가 식

물체의 생존율과 정상적인 형태의 식물체 재생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토양순화

토양순화에 대한 예비실험 시 멸균되지 않은 인공상토

에 이식한 경우 Choi and Jeong(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게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2개월 내에 모두 고사

하였다. 멸균한 인공상토에서 순화시험 한 결과 3개월 후

잎이 모두 고사하여 시료가 고사 한 듯 하였으나 잠아(潛

芽)를 형성하여 살아 있었고(Figure 3-H), 뿌리의 색 또한

살아있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Figure 3-I). 재분화 된 장뇌

삼의 생존율은 Table 1과 같으며, 순화처리와 무당배양을

혼용한 처리구의 경우 5개월 후의 생존율은 약 7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삼과 관련된 토양 순화 연구 중에서 5

개월 이상 이렇게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은 본 연구가 유

일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자엽절편을 이용한 장뇌삼

유묘의 대량생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조직배

양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장뇌삼의 유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으며,

기내조건 및 토양경화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단기간에 유묘

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리라 기대된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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