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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새로운 항암소재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개비자나무의 자원을 보존하고 삽목에 의한 증식특성

을 구명하기 위하여 식물생장조절물질, 삽목배지 온도, 배양토가 삽목발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삽목에 의한 증

식체계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발근율과 발근 특성을 고려한 식물생장조절물질 및 농도는 IBA 100 mg/L 처리구

가 발근율 88.5%를 비롯한 모든 특성에서 가장 높게 발근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온도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은 24oC 삽목의 경우, IBA 100 mg/L 처리구에서 발근율 84.6%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 6~7월의 녹지삽이 가

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배양토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은 VPPL(vermiculite+peatmoss+perlite 1:1:1(v/v/v)) 처리

구가 발근율 68.5%를 비롯한 모든 특성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Cephalotaxus koreana by

cutting, whose plant has been known to new anticancer treatments. The treatments of plant growth regulators,

cutting media temperature and growing media were investigated to know the rooting ability of cuttings. For

rooting formation affected by plant growth regulators and its concentration, The application of IBA 100 mg/L

was most effective in all of the characteristics including rooting rate of 88.5%. The optimum media temperature

by cutting was 24oC (treatment IBA 100 mg/L, rooting rate 84.6%), predicting that greenwood cutting from June

to July is most effective. VPPL (vermiculite+peatmoss+perlite 1:1:1(v/v/v)) showed the highest value in all of

the characteristics including rooting rate of 68.5% for the effect of growing media on rooting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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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비자나무속(Cephalotaxus)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록 관

목 또는 교목으로 8~9개의 종이 있으며 중국과 동북아시아

에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van Gelderen, 1986). 국내에는 오

직 개비자나무(Cephalotaxus koreana Nakai)만이 자생하고

있으며 북위 38° 이남에 널리 분포하는 상록 관목이다. 꽃

은 자웅이주로 4월에 피고, 육질종의로 둘러싸인 열매는 다

음해의 8~9월에 익는다. 개비자나무의 잎은 3.5~4.0 cm 길

이의 선형으로, 끝이 뾰족하면서 주맥이 뚜렷하여 비자나

무(Torreya nucifera)와 차이를 보인다(이창복, 1980). 

중국 한방에서 종양치료제로 사용되어온 개비자나무의

추출액은 새로운 항암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Ohnama and Holland, 1985). Powell et al. (1972)

은 개비자나무의 추출액으로부터 homoharringtonine

(HHT)을 분리하고 p388 Leukemia, L1210 Leukemia,

B16 melanoma 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을 확인하였다. 개

비자나무에서 추출되는 항암물질은 기존의 항암제에 비

하여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며, 그 효능 또한 높아 상

품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

다(Jingyi, 2000). Cephalotaxine과 그것의 esters 화학적

합성방법이 보고(Wang, 1992) 되고는 있으나 수율이 낮

아 여전히 개비자나무는 HHT의 중요한 자원으로(Jingyi,

2000) 대량증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삽목에 의한 증식법은 무성번식의 한 방법으로서 모수형

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번식시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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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며, 또한 적은 비용으로 대량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므로 지금까지 여러 수종의 증식을 위하여 많이 시도되어

왔다(Hartmann et al., 1990).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발근촉

진제를 이용하여 삽수의 발근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삽수의 채취 시기, 삽

목 온도, 상토 등도 보고되고 있다(Kormanik and Brown,

1994; Morgan, 1980; Negash, 2002; 구영본과 현정오,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항암소재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개비자나무의 자원을 보존하고 삽목에 의한 증식특

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식물생장조절물질, 삽목배지 온도,

배양토가 삽목발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삽목에 관

한 증식체계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남덕유산 700 m 지역의 개비자

나무 천연분포지에서 2006년 3월 1일 당년생 삽수를 채

취하여 서울대학교 관악산 수목원내 온실에서 각 처리구

당 20개씩 3반복으로 삽목 하였고, 삽수의 길이는 10 cm

로 하였다. 하우스의 온도관리는 자연환기에 의존하였는

데, 하우스 내부는 가온을 하지 않아 야간에는 5~10의 저

온조건이었으며 주간에는 온도가 상승하였으나 30 이상

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관수는 매일 두상살

수 방식으로 충분히 물을 주었다. 삽목 후 10일째 까지는

천장의 2중 수평 보온커튼으로 차광하였고, 그 이후 주간

에는 커튼을 걷어 태양광을 도입하였다. 삽목 40일 이후

부터는 수평커튼 상단에 흑색 차광망(50%차광률)으로 반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삽목상은 나무판재를 이용하여 폭

80 cm, 길이 1.5 m, 깊이 30 cm의 상에 농용 전열선을

삽목상 바닥에 설치하고 온도자동 조절기를 이용한 전열

삽목상을 직접 제작하여 온도를 제어 하였다. 

식물생장조절물질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

양토는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를 1:1:1(v/v/v)

로 혼합한 상토를 사용하였고 IBA(indole butyric acid),

NAA(naphthalenacetic acid), IAA(indoleacetic acid)를

50, 100, 200, 500 mg/L의 농도별로 기부 3 cm 정도 잠

기도록 12시간 동안 처리한 후 약 5 cm 깊이로 삽목을

실시하였다. 생존율은 삽목 후 약 3개월 후인 6월 초에 각

처리구별로 조사하였으며, 발근율도 삽목 3개월 후 굴취하

여 뿌리가 1개 이상 나온 것을 발근한 개체로 간주하여 백

분율로 환산하였다. 또한, 개비자나무의 삽목배지 온도, 배

양토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삽수 조제 및 삽목상의

환경조건은 본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삽목

온도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지 온도를 16, 20,

24, 28의 목표 지온으로 조절되도록 하였으며, 식물생장조

절물질 효과에 따른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근율을 각

각 조사하였다. 배양토가 삽목 발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줄기를 채취한 후 삽목상에 VPL(vermiculite+

perlite 1:1(v/v)), VPM(vermiculite+peatmoss 1:1(v/v)), PPL

(peatmoss+perlite 1:1), VPPL(vermiculite+peatmoss+perlite

1:1:1(v/v/v))로 혼합한 처리구와 일반토양을 비교구로 구분

하였다. 또한 실험의 모든 결과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Duncan 다중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장조절물질의 효과

개비자나무의 삽목에서 식물생장조절물질에 따른 삽목

발근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 Figure 1과 같으며,

Table 1. Effects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rooting of Cephalotaxus koreana cutting.

Treatment
 (mg/L)

No. of cutting
Survival rate 

(%)
Rooting rate 

(%)
No. of roots 

induced
Length of major root

(cm)

IBA 

50 50 81.2cd* 76.5c 9.3bc 6.3cd

100 50 88.5e 84.6e 12.7e 7.5e

200 50 80.3c 73.4bc 10.4cd 6.8d

500 50 75.9b 72.8bc 9.2bc 6.5d

NAA 

50 50 75.6b 72.8bc 7.7a 6.3cd

100 50 80.2c 75.2c 10.2c 7.1de

200 50 78.1bc 72.6b 7.4a 6.4cd

500 50 76.8b 71.3b 8.1ab 6.6d

IAA 

50 50 71.8a 67.4a 7.5a 4.3a

100 50 74.9ab 69.8ab 8.8b 6.1c

200 50 78.4bc 73.6bc 9.8c 6.5d

500 50 72.6a 68.7ab 8.2ab 5.6bc

Control 50 75.2b 69.9ab 8.1ab 4.5a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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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s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rooting of Cephalotaxus koreana cutting.

Table 2. Effects of media temperature on rooting rate of
Cephalotaxus koreana cutting.

Treatment
 (mg/L)

Temperature (oC)

16 20 24 28

IBA 

50 63.9c* 68.5c 76.5c 68.4d

100 67.2cd 73.5d 84.6e 73.8e

200 59.7b 66.9bc 73.4bc 66.4d

500 54.6a 65.3bc 72.8bc 61.7c

NAA 

50 73.5de 73.6d 72.8bc 61.2c

100 75.6e 81.4e 75.2c 62.3c

200 71.2d 74.9d 72.6c 58.6bc

500 68.6cd 68.5c 71.3b 55.9b

IAA 

50 64.3c 55.4a 67.4a 52.4ab

100 66.8cd 63.8bc 69.8ab 55.7b

200 65.2c 68.3c 73.6bc 59.4c

500 57.3ab 59.6ab 68.7ab 49.3a

Control 62.3bc 65.7bc 69.9ab 57.4bc

Mean 65.4 68.1 73.0 60.2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생존율, 발근율, 뿌리수, 뿌리길이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생장조절물질

의 농도에 따른 평균 삽목 생존율은 IBA 100 mg/L 처리

구가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BA 50 mg/L이

81.2%, IBA 200 mg/L이 80.3%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

체적으로 IBA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다. 반면, IAA 50 mg/L 처리구가 71.8%으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식물생장조절물질의 농도에

따른 발근율은 IBA 100 mg/L 처리구가 8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IBA 50 mg/L이 76.5%,

NAA 100 mg/L이 7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

으로 IBA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은 발근

율을 보여 삽목 생존율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반면, IAA

50 mg/L 처리구에서는 67.4%로 가장 낮은 발근율을 보

였다. 식물생장조절물질의 처리에 따라 삽목발근 개체의

뿌리수 및 길이는 전체적으로 IBA 처리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반면, 비교구가 가장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

다. 뿌리수에 있어 IBA 100 mg/L 처리구가 12.7개로 가

장 많은 뿌리를 유도하였으며, IBA 200 mg/L이 10.4개,

NAA 100 mg/L이 10.2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NAA 200 mg/L 처리구에서 7.4개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

였다. 뿌리의 길이에 있어 IBA 100 mg/L 처리구가 7.5

cm로 가장 길었으며, NAA 100 mg/L 이 7.1 cm, IBA

200 mg/L이 6.8 cm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반면 IAA 50

mg/L 처리구는 4.3 cm로 가장 저조한 생장을 보였다. 전체

적으로 IBA 100 mg/L 처리구에서는 모든 특성에 걸쳐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IAA 50 mg/L 처리구에서는

뿌리수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나

타냈다. 김창호와 남정칠(1985)은 주목에서 IBA 200 mg/

L 처리구가 86%로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뿌리의 수나 길

이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생장조절물질의 종류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농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종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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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차이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개비

자 나무는 삽목을 이용한 대량증식에 있어 IBA 100 mg/

L 처리구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삽목배지 온도의 효과

삽목 온도 및 생장조절물질의 농도별 효과를 조사한 결

과는 Table 2와 같으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배지의 온도를 조절해 주었을 때 실제 삽목상

의 온도는 주간의 기온이 높은 시점을 제외하고는 대체

적으로 목표 온도에 근사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24oC 삽목의 경우, IBA 100 v 처리구에서 발근율 84.6%

로 가장 좋은 생장을 보였으며, 반면 28oC 삽목의 경우,

IAA 500 mg/L 처리구에서 49.3%가 발근되어 가장 저조

한 생장을 보였다. 또한, 삽목온도에 따른 효과는 24oC 처

리구가 평균 73%로 가장 좋은 발근율을 보였으나, 24oC이

하 온도에서는 점차적으로 발근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

타냈으며 28oC처리구에서 60.2%로 가장 저조한 생장을 보

였다. Eck and Childers(1989)는 삽목 후 발근 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적절하게 삽목상의 구조를 고안하고 삽수의 절

단면에 IBA(indolebutyric acid) 등의 auxin 계통 생장조절

제를 침지 처리하거나 전열선을 이용하여 근권 온도를

20~22oC 근방으로 조절할 것 등을 추천한다고 보고하였다

. 이는 본 실험의 최적 근권 온도 24oC와 다소 차이가 있

었으나 수종 간 발근력의 차이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약 28oC 정도로 배지의 온도를 유지하였을 경우, 생

존율이 61% 이하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인위적으로 근

권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전반적인 삽목 효

율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개비자나무의 삽목 온도 및 시기는 온도가 높고 삽수가 완

전히 경화된 8월 후반기 삽목이나 온도가 낮은 2~3월의 숙

지삽보다는 삽수가 경화되지 않고 평균 기온 24oC 내외의

6~7월의 녹지삽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배양토의 효과

배양토가 삽목발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VPPL 처리구가 생존율 72.4%, 발근율

68.5%, 근중 0.822 g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반면, 비

교구가 생존율 52.8%, 발근율 50.6%, 근중 0.513 g로 가

장 저조한 결과를 보여 이들 처리구간 통계적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또한 삽목발근의 다른 특성에 있어

뿌리수 6.2~7.7개, 뿌리 길이 5.9~7.4 cm, 근경 3.8~4.1

mm로 나타나 배양토에 따른 통계적 유의적인 차이는 인

정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VPPL 처리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삽목 발근 중 뿌리의 생육은 삽목 용토의

이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많다(Oh, 1996;

Yoshida et al., 1992). 용토의 입자 크기는 용토 중 공극

률에 영향을 주어 통기성에 많은 영향을 주며, 공극 중의

산소의 양은 뿌리 호흡에 관여하여 발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Soffer and Burger, 1988). 또한 용토

의 물리적 성질이 직접적으로 뿌리의 생장에 영향을 주어

뿌리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품종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Kang, 1998; Konishi, 1994).

따라서 본 실험에 있어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혼합토에서 뿌리의 생육이 양호한 것은 다른 용토에 비해

보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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