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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돌배나무의 기내번식 기술을 개발하고자 유묘의 정아를 재료로하여 기내 식물체 증식에 미치는 생장

조절제의 효과를 시험하였다. 정아를 MS 배지에 BA 단독처리 혹은 BA+NAA 혼용처리 결과 대부분 줄기는

1-2개로 유도 되었으며 처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줄기의 생장과정에서 정아괴저가 흔히 관찰되었

으며 다경이 유도되는 줄기에서는 과수화 현상이 나타났고 줄기의 기부에는 캘러스가 형성되었다. 줄기의 증식

과정에서 BA+NAA 처리구에서 약 20%의 자발적인 발근이 이루어 졌다. 다경으로부터 얻어진 줄기는 gelrite

경화배지에서 기내발근이 저조하였으며, 기외삽목시 100 mg/L IBA 처리로 50%까지 발근되었다. 발근묘는 순

화 후 정상적으로 생장하였다. 

Abstracts: In order to develop an efficient micropropagation technique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PGRs)

affecting on shoot proliferation from shoot apex in Pyrus ussuriensis was tested. Generally, there was no

conspicuous effect on shoot induction by the treatment of PGRs and one or two shoots/explant were induced

when cultured on MS medium supplemented with BA and/or BA plus NAA. Both apical shoot necrosis and

hyperhydric shoots were observed frequently in multiplied shoots, and callus was formed at the basal part of

shoots. About 20% spontaneous rooting was achieved in growing shoots, however the proliferated shoots

exhibited poor rooting rate in gelrite supported media. When we tried to ex vitro rooting of the shoot cutting,

the shoot cuttings rooted up to 50% with 100 mg/L IBA application. The rooted plantlets grew normally after

acclimatization in the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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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나무는 장미과(Rosaceae), 배나무 아 속(Pomoideae),

배나무 속(Pyrus)에 속하며, 중국 서부와 남서부 산지가

원산지인 교목 또는 관목성 식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22종

의 기본종이 있다(Jackson 2003; Nee et al. 2002). 우리

나라에 분포하는 배나무 속에는 약 12 종이 자란다. 산돌

배(Pyrus ussuriensis M.)는 산지에서 자라는 낙엽교목으

로 높이가 10 m에 달하고 잔가지는 갈색이며 털이 없다.

열매나 잎의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잎

뒷면에 잔털이 있는 것을 털산돌배(var. pubescens Nak.),

잎 뒷면 맥 위에 솜털이 있고 잎이 타원형, 넓은 타원형

또는 난형인 것을 금강돌산배(var. diamantica Uyeki), 열

매가 난상 원형 또는 타원형인 것을 청실리(var. ovoidea

Rehder), 어린 가지와 잎자루 및 열매 꼭지에 털이 있는 것

을 남해배(var. nankaiensis T. Lee), 꽃이 큰 것을 문배

(var. seoulensis T. Lee), 열매가 지름 4~5 cm로서 햇빛에

닿은 곳이 붉은 빛이 돌고 톱니의 길이가 2~3 cm인 것 을

취앙네(var. acidula T. Lee)라고 한다(이창복, 2003). 

일반적으로 배나무 뿌리는 다른 어느 과수보다도 배수

가 불량하고 미세조직인 토양에 저항성이 강해 사과나 핵

과류 생산에 부적당한 점질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생산성

도 크다. 배 대목은 더욱 다양한 유전적 특성 때문에 무기

양분의 흡수에 있어 그들 간에 상당한 변이가 있다.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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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종자로 육성된 대목을 공대(共臺), 자생종의 종자

로 육성된 대목을 이대(異臺)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국

가마다 환경에 맞는 대목을 사용하고 있다(Palombi et al.

2007). 우리나라에서는 돌배(山梨, P. serotina), 한국콩배

(豆梨, P. fauriei)가 그 동안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토양적응성이 강하고, 내건성 및 내한성에 강한 북지콩배

(北支豆梨, P. betulaefoli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호, 2001).

본 시험에서 사용한 산돌배나무는 열매에 항산화 물질

이 있어 약용 수종으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김명

조 등, 1999) 품종개량을 위한 배나무의 대목으로 쓰일 잠

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야생의 돌배나무는

극심한 건조지역이나 여러 야생상태의 생육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가뭄, 염해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내성 등을 야생 돌배나무로부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boni et al. 1999; Palombi et al. 2007; Shibi et al.,

1997).

산돌배의 실생묘는 15년 정도 지나야 결실을 하기 때문

에 결실기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산돌배의 육성은 우

량개체를 선발하여 접목을 통해 보급하는데, 접목 후 4년

부터 결실이 가능하다. 접목묘의 육성에는 대목의 육성,

접목 및 접목묘의 관리에 약 3년이 소요되고, 그 후 4년이

지나야 결실을 한다. 결국 접목 후 7년이 지나서 결실이

되는 셈인데 이것은 일반 실생묘의 결실기를 절반으로 단

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접목묘의 가격은 강원도 산림개

발연구원에서 2007년에 접목묘 본 당 3,000원에 판매를

했다. 접목묘 당 약 3천원 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야산에서

산돌배 우량개체를 11본 선발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채수포로 조성하여 번식 및 육종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강

원도 산림개발연구원 미발표자료).

선발개체를 빠르게 증식하는 무성번식 방법으로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기내접목 등의 방법으로 묘

목을 육성할 수도 있다(Durkovic, 2006; Raharjo & Litz,

2005). 배나무에 대한 기존의 생물공학적 연구로는 유망

한 변이체의 선발 및 증식(Donnini et al. 2008; Predieri

& Zimmerman, 2001), 약배양을 이용한 3배체 육성

(Kadota & Niimi, 2004), 형질전환 기술개발(Matsuda et

al. 2005; Yancheva et al. 2006; Silos-Espino et al. 2006),

기내번식 기술을 이용한 미세번식(Shen and Mullins, 1984;

Lane et al. 1998; Lucyszyn et al. 2006; Poudyal et al.

2008) 등 최근까지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

돌배나무에 대한 조직배양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

다. 본 연구는 산돌배나무의 기내증식법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되었으며 대량증식 및 조직배양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실험방법

1. 식물재료

2003년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종자를 분양 받아

4oC의 냉장고에 습적 저장하였다. 2004년 1월 인공상토

(vermiculrite)에 파종하여 발아를 유도하였다. 이미 냉장

저장된 상태에서 발아가 시작되어 자엽이 나오기 시작하

였는데, 3 주 후에는 5-7 cm로 자란 유묘를 얻었고, 이 유

묘의 정아를 재료로 시험하였다.

2. 표면살균

채취한 절편체는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은 후,

tween 20을 두 세 방울 처리하여 거품을 내고 수돗물로 수

회 씻어 오염물을 1차적으로 제거하였다. 다음 무균상

(clean bench)에서 표면살균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A) 70% EtoH 에 30초, 2% NaClO 에 5분간 표면살균

후 멸균수로 3회 세척하는 방법과, B) 2% NaClO 에만 5

분 살균 후 멸균수로 3회 세척하는 방법을 각각 실시하였

다(Table 1). 

3. 배지조성 및 초대배양 

배지는 MS (Murashige and Skoog, 1962) 배지를 기본

으로 BA 단독처리 혹은 BA와 NAA의 혼용처리로 8가지

조합으로 시험하였다(Table 1). 배지는 gelrite 3 g/L와

sucrose (Sigma) 30 g/L를 첨가하고 산도는 멸균 전에

5.7-5.8로 조정하였다. 다음 유리시험관(2.5×15 cm)에 8

mL씩 분주한 후 121oC에서 20분간 고압멸균 후 사용하였

다. 절편은 표면살균 후 정아가 포함된 상배축 부분을 약

4 cm 내외로 절단하여 시험관 당 1개씩 치상하였다. 배양

은 1일 16시간 조명(40 μM m−2 s−1)되고, 온도는 25±1oC

로 유지되는 배양실에서 배양하고 성적조사 후 약 4주간

의 계대배양 주기로 배양하였다. 

4. 발근유도 

약 8주간 증식된 줄기를 재료로 기외삽목을 통한 발근

유도를 시험하였다. 배양토는 vermiculrite를 단독으로 사

용하였으며, IBA 100 mg/L 처리 혹은 무처리로 삽목을 실

Table 1. Effect of two different treatments for explant surface

dis-infection. 

 Treatment
 No. of explants 

treated 
No. of explants 

survived (%) 

 A* 63  32 (51.0)

 B* 56  19 (34.0)

*A : 70% EtoH 30 sec., 2% NaClO 5min., washing with sterilized
water 3 times. 
*B : 2% NaClO 5min., washing with sterilized water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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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IBA는 100 mg/L용액으로 조제하여 talc에 섞어

서 반죽을 만들어 줄기의 기부에 약 0.5 cm 정도를 묻힌

다음 삽목 하였고, control은 증류수로 반죽한 talc를 기부

에 묻혀 삽목 하였다. 삽목 후 충분히 관수하고 비닐 및

투명 아크릴판으로 덮어 습도가 포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4주간 육성하였다. 하루에 1-2회 수돗물을 spray 관수하여

공중습도를 높게 유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면살균

배양 2 주 후 절편체의 오염율을 조사한 결과 에탄올과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으로 2중 살균한 경우 51%, 차

아염소산나트륨 단독으로 살균 시에는 34%의 건전줄기

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1). 오염은 대부분 곰팡이 종류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박테리아로 오염되었다. 따라서 배양

토를 살균시켜 종자를 파종하여 유묘를 육성한다면 오염

율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본류의 경우

야외에서 절편체를 채취시에는 표면살균에 항상 어려움

이 따른다. 표면살균이 어려운 수종의 오염제거 방법으로

는 시료의 부위 및 크기를 고려해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온실에서 성

장하는 미루나무 줄기절편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시

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Sul and Shin, 1996).

2. 줄기유도 

초대배양으로 오염이 안된 줄기는 배양 1주 후부터 정

아의 생장과 더불어 액아로부터 줄기의 생장이 시작되었

다. 줄기의 생장은 생장조절제 처리에 큰 차이 없이 대개

1~2개의 줄기에 두 세 개의 잎이 달리는 형태로 자랐으며,

일부는 정아가 고사되었다(Figure 1. A-C). 일부의 절편에

서는 5개까지 다경 줄기가 유도되었으나 대부분의 줄기는

1개 혹은 2개의 우세줄기로 자랐다.

본 실험에서는 신초의 증식을 위하여 BA를 단용으로

농도별로 처리하고, 줄기생장의 상승효과를 기대하여 NAA

를 0.01 mg/L 공히 처리하였다. BA는 일반적으로 식물 줄

기의 지하부 발육을 억제하고 지상부 생육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고(George, 1996), 식물체의 기내 대량번식에서

신초를 유기, 증식시키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식물에

따라서는 생장조절제의 혼용처리가 줄기의 증식에 더욱

효과적인데 대표적인 과수수종인 사과나무와 포도의 기

내증식에서 효과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Suh et al.,

2001; Jun et al. 1997). 그러나 이러한 생장조절제의 혼용

처리 효과는 본 시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서로 다른 생장조절제의 혼용처리로 보다 적정화된

증식조건을 찾는 시험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초대배양 후 생장하는 줄기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

점으로는 정단괴저(apical necrosis) 현상이었다. 이러한 괴

저현상은 증식되는 다경(multiple shoots)의 정아에서 흔히

나타났다(Figure 1 A, B). 정아가 고사되는 정단괴저는 배

지 내 칼슘의 결핍으로 인한 정아로의 칼슘분배 부족과

배지 내 과습으로 인한 통기성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Sha et al. 1985). 그러나 산돌배의 증식에

있어서는 정단괴저가 생겨 초두부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액아에서 새로운 줄기가 유도되어 생장하였기 때문

에(Figure 1C) 줄기의 증식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배양에서 나타나는 정단괴저 문제는 agar

배지를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효

율적인 증식을 위해서는 적절한 경화제의 선택 및 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George, 1996). 

증식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일부 과

수화된 줄기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과수화된 줄기

는 차 후 발근이 매우 어렵고 발근 이 되더라도 토양이식

시 생존율이 낮아 생산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George, 1996). 조직배양시 나타나는 줄기의 과

수화는 기내 배양 시 비정상적인 수분흡수로 인하여 세포

가 이상 비대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전체나 일부분이 이상

비대해지고 물러지는 생리적 장해를 말하는데(George,

1996), 사과나 배 등 유실수종의 배양에서 많이 관찰되었

다(Pierik, 1990). 특히 배나무의 부정아 유도에서 경화제

로 gellan gum의 사용은 과수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Figure 1. Different types of shoot growth observed in shoot

elongation and multiplication of Pyrus ussuriensis. 

A-Apical shoot with browning and necrosis; B-Multiple
shoots with necrotic shoot; C-Secondary growing axillary shoot

after the apical bud was dead; D-Normally proliferated

shoots without browning or shoot-tip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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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과수화가 생긴 잎 절편에서는 부정아 유도 빈도

가 특징적으로 증가됨이 보고되었다(Chevreau et al.

1997). 유사한 결과로서 지황의 기내증식시험에서는 배지

의 경화제로 gelrite를 사용했을 때 bacto-agar의 사용시 보

다 과수화의 빈도가 많음을 관찰하였다(Baek et al., 1998).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gelrite 대신 bacto-agar를 경화

제로 과수화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수화는 생장조절제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배양재료 특히 같은 수종이라도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과수화 억제의 문제는 수종이나 절편에 따라 서로 다른

적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Kadota & Niimi, 2003). 

발근유도
 

1. 기내발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장조절제 처리에 따른 다경 유

도효과는 현저하지 않았으나, 기내발근은 처리에 관계없

이 20~40%까지 자발적인 발근이 이루어 졌다. 이 같은 결

과는 이 수종이 생리적 내생 오옥신의 함량이 높기 때문

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자발적인 발근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시험에서 발근을 위한 예비실험으로 오옥

신을 처리하여 발근을 시험한 결과 오옥신의 처리는 오히

려 기내 발근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 미제시).

더욱이 오옥신의 처리는 줄기의 기부에 캘러스의 형성을

촉진하여(Figure 2 B), 발근이 되더라도 차후 토양이식 시

활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수종은 기

외삽목을 통해 발근을 유도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외 발근유도

기내 증식된 줄기을 재료로 인공상토(vermiculrite)에

micro-cutting을 실시한 결과 100 mg/L IBA 처리로 발근

율 50%까지 얻었으며, 무처리 시에는 40%까지 발근되었

다(Table 2, Figure 2C, D). 1차 근의 수는 무처리와 IBA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세근의 발달은 IBA 처리 시

현저히 증가되어 차후의 생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IBA는 배나무속(Pyrus spp.) 의 여러 종들의 발근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된 바 있다(Shibi et al., 1997).

기외 삽목법은 배양토에 직접 삽목함으로서 발근 부위에

통기성이 양호하여 발근을 촉진하고 발근과 더불어 순화

Table 2. Effect of BA and NAA for in vitro shoot induction

and rooting of Pyrus ussuriensis Max. 

Medium* 
Growth regulators 

(mg/L)
Mean no. of 

shoot
 Rooting

 (%)

MS

 Control 1.1 40.0

 BA 0.1 1.3 25.0

 BA 0.5 1.2 9.1

 BA 1.0 1.3 20.0

 BA 0.1 + NAA 0.01 1.2 20.0

 BA 0.5 + NAA 0.01 1.1 14.0

 BA 1.0 + NAA 0.01 1.0 0.0

 BA 3.0 + NAA 0.01 1.4 28.0

*Sucrose 3%, gelrite 0.3% treatment

Figure 2. Comparison of root induction by gelrite medium

and artificial soil, vermiculrite. 

A-Direct rooted explant without callusing; B-Rooted explant
with callusing at the base of explant; C-Micro-cutting explant on

vermiculrite; D-Vigorously rooted explants on vermiculrite. 

Table 3. Root induction on sterilized soil, vermiculrite, with
or without IBA treatment. 

 Treatments
Rooting

(%)
No. of roots/

explant
Growth of the

 rooted plantlets

Control 41.0 2.0 ± 0.6 poor

IBA 100 (mg/L) 50.0 2.5 ± 0.8 good

Figure 3. Normally acclimatized plantlets after rooting. The
plants grew normally without phenotypic variation compared to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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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배양과정의 성력화를

통한 노동력 및 경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권영진 등,

1990). 또한 이러한 방법은 기내발근이 어려운 수종에 적용

하여 발근력을 높일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권영진 등,

1990). 본 시험에서는 기외삽목을 통해 기내발근보다 양호

한 발근을 가져올 수 있었고, 특히 발근묘의 순화에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발근묘는 폿트 묘로 육성 시

생장에 큰 변이 없이 실생묘와 비슷하게 정상생장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조직배양묘를 야외에 식재하여 정상 생육을

보인다면, 산돌배의 대량증식 실용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산돌배의 기내번식 기술을 확립하고자 실생 발아된 유

묘의 정아를 절편으로 줄기증식을 시험하였다. MS 기본

배지에 BA 단독처리 및 BA와 NAA의 혼용처리 8조합으

로 시험하였고, 증식된 줄기를 재료로 기외삽목을 실시하

여 묘목을 육성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장조절제 처리에 따른 다경 효과는 현저하지 않았

으며 대부분 2개 미만 의 줄기로 유도되었고, 절편에 따라

1-5개까지 줄기가 유도되었다. 

2. 기본배지 및 BA+NAA 저농도 처리 하에서 20~40%

의 자발적인 발근이 이루어졌고, 생장조절제 고농도에서

는 줄기 기부에 캘러스가 형성된 다음 발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경 줄기의 정아에서는 정단괴저 현상이 일부 나타

났으며, 증식과정에서 과수화된 줄기가 흔히 관찰되었다. 

4. 증식된 줄기는 기외 삽목 시 IBA 처리로 50%까지 발

근되었으며, 발근묘는 형태적인 변이 없이 실생묘와 비슷

하게 생장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산돌배나무의 기내증식법에 대한 기초

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표면살균

과정을 개선하고, 증식시 나타나는 괴저 및 과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실험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경화제의 사

용 및 배양용기의 개선 특히 통기가 가능한 배양용기의

사용으로 보다 적정화된 기내 증식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육성된 조직배양묘는 야외 식재를 통해 적

응성 시험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상의 결과는 환경내성이

강한 산돌배나무의 기내번식 가능성을 제시하고 산돌배

나무를 대목으로 한 배나무의 품종육성에도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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