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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체세포배를 통해 증식된 서울오갈피(Eleutherococcus seoulensis)의 기외 대량 묘목생산을 위한 최

적의 조건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어뢰형의 체세포배는 GA
3
가 각각 3.0 mg/L와 5.0 mg/L가 첨가된 1/3 MS와

WPM 배지에 치상하여 4주간 발아시켰으며 발아된 유식물체는 0.2% 활성탄과 1.0 mg/L GA
3
가 첨가된 1/2 SH 배

지에 옮겨주어 신장을 유도하였다. 신장된 유식물체는 대기순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membrane filter가 부착된 대

기순화 용기에 치상하였다. 대기순화 처리와 더불어 토양의 종류가 야외순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혼합

토(펄라이트+피트모스), 펄라이트, 서울 남산상토에 이식하였고, 서울 남산상토에서 대기순화 과정을 거친 식물체가

8주 후 70% 이상 생존하였다. 토양순화 과정을 거친 묘목은 야외 묘포장에 이식하였고, 그 결과 8주 후 95% 이상

생존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optimal condition for acclimatization from somatic embryos

of Eleutherococcus seoulensis. Torpedo-shaped embryos of Eleutherococcus seoulensis were cultured on 1/3 MS

and WPM media supplemented with GA
3
 (3.0, 5.0 mg/L) for 4 weeks. Plentlets were transferred to 1/2 SH solid

medium with 1.0 mg/L GA
3
 and 0.2% activated charcoal for shoot and root elongation and them elongated

plantlets further developed on 1/2 SH medium for 4 weeks. Developed plantlets further elongated into well-

shaped leaf and root system on 1/3 SH medium under ventilation condition for 4 weeks. Plantlets grew normally

on 1/3 SH basal medium, were acclimated on various soil. Survival frequency of plantlets was influenced by

soil type(peatmoss+perlite, perlite, soil on Nam mountain). The highest survival rate to soil was more than 70%

when plantlets were 1/3 SH medium under ventilation condition in Nam mountain soi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ystematic procedure of plant production in Eleutherococcus seoulensis could be practically applicable

for mass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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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릅나무과(Araliaceae) 오갈피나무속(Eleutherococcus)

에 속하는 서울오갈피(Eleutherococcus seoulensis)는 오갈

피나무속에 속하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진정(鎭靜),

타박상(打撲傷), 강장(强壯), 강심(强心), 중풍(中風), 보기

(補氣) 요통(腰痛), 해독(解毒) 등의 효능이 있어 약용으로

널리 활용된다(송주택 등, 1989). 게다가 일반적인 오갈피

나무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없어(이창복, 1999) 식용, 관

상, 원예용으로도 인기가 높아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히 남

획되고 있다. 여기에 자생지인 서울시내의 환경스트레스

가 점차 증가하여 서울오갈피의 멸종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가하였고 몇몇 학자는 이미 멸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

다(오정수, 1995; 조용현, 2005; 한정연과 최용의, 2003).

서울오갈피는 서울 청량리에서 처음 발견되어 ‘Eleuthero-

coccus seoulensis’라는 학명 중에 종명이 서울을 뜻하는

‘seoulensis’라 명명되었고, 서울에서 자생하는 오갈피나무

라하여 서울오갈피라 명명되었으며(이창복, 1999)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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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이다(송주택 등,

1989). 서울오갈피를 포함하여 오갈피나무속에 속하는 대

부분의 식물의 종자는 미숙한 구형배의 상태(Isoda and

Shoji, 1994)로 파종 후 실생묘를 얻기까지 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안상득, 1993; 이응호, 1986), 그 기간 중

충해나 병해 등으로 입모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연 상태

에서의 번식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또한 오갈피나무속에

속하는 식물은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개체수가 적으

며, 어린 개체가 잘 발생되지 않아 보존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임병선 등, 1999). 특히 서울오갈피는 서울 홍릉수목

원에 1그루 있는 것으로 조사(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2009)되었으나 자생지인 서울 청량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

에는 정확히 어디에 자생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연구되

어 있지 않다(환경부, 2003).

지금까지 오갈피나무속에 속하는 수종 중 가시오갈피

(이성호와 유창연, 2002; 한정연과 최용의, 2003; Gui et

al., 1991), 섬오갈피(Choi et al., 1997), 오갈피(이강섭 등,

2002; Choi et al., 2002), 지리오갈피(이강섭 등, 2003) 등

이 기내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를 통해 오갈피나무속 식물들에 대해서 체세포배 발생과

정을 거쳐 대량생산이 가능함이 밝혀졌으며 서울오갈피

에 대해서도 조직배양기법을 적용하여 기내 대량증식체

계가 개발되었다(김지희, 2009). 더욱이 다양한 조직배양

법 중에서도 체세포배를 활용한 기내 배양방법이 가장 이

상적인 증식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소웅영, 2004;

Bornman, 1993). 하지만 기내에서의 대량증식체계는 확립

하였으나 조직배양기술 중 핵심기술인 야외순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여 야외에서의 완전한 묘목을 얻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특산 자생종으

로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서울시생태정보

시스템, 2009)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오

갈피에 대해 기내배양을 통하여 생산된 유식물체의 기외

순화과정인 대기순화와 토양순화, 야외순화를 위한 단계

적 조건을 구명하여 서울오갈피 묘목의 대량증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의 공시재료는 선행연구자(김지희, 2009)로부터

Figure 1. Production of Eleutherococcus seoulensis plants through somatic embryogenesis. (A) torpedo-shaped somatic embryos, (B)

and (C) germinating embryos on WPM medium with 3.0 mg/L GA
3
, (D) secondary somatic embryo formation on 1/2 SH medium

with 1.0 mg/L KIN + 0.5 mg/L IAA, (E) elongation of plantlets on 1/2 SH medium with 1.0 mg/L GA
3
, (F) plantlets developed on 1/2

SH basal medium containing 0.2% activated charcoal, (G) plantlets developed on 1/3 SH basal medium under ventilation condition

for 4 weeks and (H) acclimatization of plantlets in soil(soil on Nam mountain) (I) plants grown i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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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홍릉수목원에서 분양받은 서울오

갈피 종자에서 유도된 어뢰형 체세포배(Figure 1-A)를 시

료로 사용하였다.

2. 체세포배 발아 및 유식물체 신장

체세포배 발아를 위해 어뢰형 체세포배를 발아배지에

치상하여 4주 후 발아율을 측정하였다. 발아배지는 3%

sucrose와 0.3% gelrite가 첨가된 1/3 MS(Murashige and

Skoog, 1962) 배지와 WPM(Lloyd and McCown, 1981)

배지에 농도가 다른 GA
3
(Gibberellic Acid, 3.0 mg/L, 5.0

mg/L)를 처리하여 조제한 배지를 petri-dish(90×15 mm)에

분주하여 사용하였다. 발아된 유식물체의 신장을 위해 1.0

mg/L GA
3
 및 0.2% AC(Activated Charcoal)가 첨가된 1/

2 SH(Schenk and Hildebrant, 1972) 배지(2% sucrose,

0.3% gelrite)를 petri-dish(100×40 mm)용기에 분주하여 신

장용 배지를 조제한 후 발아된 유식물체를 치상하여 4주

간 배양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cell-line 보존과 유지를 위

해 신장 단계에 있는 식물체에 대해 2차 체세포배 유도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배양배지는 1/2 SH 배지에 2%

sucrose와 0.3% gelrite를 첨가한 후 각각 2.0 mg/L와 1.0

mg/L Kinetin과 1.0 mg/L, 0.5 mg/L IAA(Indole-3-acetic

acid)를 혼합 첨가하여 조제하였다.

3. 유식물체 발달 및 대기순화

신장된 유식물체를 성숙한 식물체로 발달시키기 위해

배양용기를 마젠타박스(65×65×100 mm)로 옮긴 후 4주간

배양하였다. 배양배지는 1% sucrose, 0.3% gelrite, 0.2%

AC가 첨가된 1/2 SH 배지를 사용하였다. 유식물체 발달

단계에서 줄기의 길이가 3~4 cm정도이며 잎이 정상적으

로 자란 것을 대상으로 대기순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

기순화는 마젠타박스(65×65×100 mm) 뚜껑에 지름 30

mm의 환기구멍을 설치하고 membrane filter로 막아 오염

원을 차단하였으며 환기구멍을 설치하지 않은 대조군을

두어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배양배지는 1/3 SH 배지에

1% sucrose, 0.2% AC를 첨가하고 0.3% gelrite로 경화시

킨 배지를 사용하여 4주간 배양하였다. 사용된 모든 배지

의 pH는 멸균하기 전 5.7로 조절하였고 1일 16시간 조명

(40 µmol m−2s−1)되고 온도는 25±1oC로 유지되는 배양실

에서 배양하였다.

4. 토양순화

기내에서 배양된 유식물체가 배양토 종류에 따른 식물

체의 생존율과 생육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잎과 뿌리의 생

장이 양호한 식물체를 선별하여 1일 16시간 조명(40 µmol

m−2 s−1)되고 온도는 25±1oC로 유지되는 배양실 내에서 토

양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양토 종류는 남산 해발 100

m 지점의 O층과 A층 사이의 상토(남산 상토), 펄라이트

와 피트모스를 1:1(v/v)로 혼합한 혼합토, 펄라이트를 사

용하였으며, 플라스틱 용기(30×40×15 cm)에 높이 10 cm

까지 채우고 유묘 이식 전 충분히 관수하였다. 동일한 토

양조건과 대기조건 하에서 대기순화를 거친 식물체와 대

기순화를 거치지 않는 식물체, 유식물체 신장 단계에 있

는 petri-dish 내의 식물체를 남산상토, 혼합토, 펄라이트에

각각 20개체씩 이식하였다. 관수는 증류수에 Hyponex를

25 mL/L로 혼합하여 2~3일에 한 번씩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조건별 생존율과 생육상태를 8주 동안

매주 관측하였다.

5. 야외순화

야외순화는 토양순화를 거쳐 정상적인 묘목으로 양성

되었다고 판단된 식물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정된

식물체는 야외 묘포장에 식재 한 후, 성장패턴과 생육단

계를 각각 8주 동안 매 주마다 모니터링하였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은 실험을 모두 3회 반복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체세포배 발아 및 유식물체 신장

WPM 배지와 1/3 MS 배지에 농도를 달리한 GA
3 

3.0

mg/L와 5.0 mg/L를 각각 처리한 결과, 모든 처리구 내에

서 체세포배가 95% 이상 발아되어 유식물체를 형성하였

으며(Figure 1-B, C), 배지와 GA
3 
농도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데이터 미제시). 체세포배 발아는 어뢰형

배 상태에서 2주가 경과한 후부터 자엽기의 체세포배로

발달되었으며 4주 동안 거의 모든 체세포배가 10~20 mm

길이의 유식물체로 발달되어 잎과 줄기, 뿌리가 뚜렷이 구

분되었다. 이는 오갈피나무속에 속하는 식물인 가시오갈

피(한정연과 최용의, 2003)와 오갈피(이강섭 등, 2002)의

체세포배 발아시 GA
3
처리가 가장 효과적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유식물체 신장을 위해 petri-dish(100×40 mm)

용기에 치상된 식물체는 줄기와 뿌리의 길이가 각각 20 mm

와 50 mm 이상 발달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1-E).

신장 단계에 있는 서울오갈피의 2차 체세포배 유도에

미치는 식물생장조절물질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1.0 mg/

Table 1. Frequency of secondary somatic embryo formation

on 1/2 SH basal media with 2% sucrose. 

Growth regulator (mg/L) Frequency of secondary
 somatic embryo formation (%)Kinetin IAA

0 0 0

1.0 0.5 93.6±2.6*

2.0 1.0 90.9±3.7

*Data represents the mean±S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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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inetin+0.5 mg/L IAA가 첨가된 1/2 SH 배지에서 2차

체세포배가 93.6%의 높은 효율로 유도되었다(Table 1). 3

주 후 배축과 뿌리사이에서 노란색의 배발생 캘러스와 비

슷한 형태로 구형배의 체세포배가 유도되었으며(Figure 1-

D), 7주 후에는 어뢰형과 자엽기형의 체세포배로 발달되

었다. 동일배지로 계대배양을 실시한 경우 유도된 2차 체

세포배의 발아가 진행되고 있음이 관찰되기도 하였다(데

이터 미제시). 2.0 mg/L Kinetin+1.0 mg/L IAA가 첨가된

1/2 SH 배지에서도 90%의 높은 비율의 2차 체세포배가

유도되었으나 신장 단계에 있는 유식물체의 뿌리가 비정

상적으로 비대화되면서 투명한 캘러스가 유도되었다. 계

대배양을 지속한 결과, 모두 비정상적으로 발아되거나 갈

변되어 결국 고사하였다. 따라서 서울오갈피의 2차 체세

포배의 유도를 위해서는 신장 단계에 있는 시료를 1.0 mg/

L Kinetin+0.5 mg/L IAA가 첨가된 1/2 SH 배지에 치상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오갈피가 속한

두릅나무과(Araliaceae) 식물 중 인삼(Arya et al., 1993),

장뇌삼(이수광 등, 2008), 땅두릅(이종천과 소웅영, 2000)

등에서 2차 체세포배 형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됨가 같이

2차 체세포배 형성은 1차 체세포배로부터 중간단계인 캘

러스의 분화 없이 식물조직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세포변이가 유도될 가능성이 적어 기형배의 출현이 적

으며(Ammirato, 1989), 유전적 안전성이 입증(Plata and

Vieitez, 1990)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응용이 기대된다.

2. 유식물체 발달 및 대기순화

줄기 길이가 20 mm 이상 유도된 유식물체 중에서 정상

적인 개체를 선별하여 4주간 유식물체를 발달시킨 후

(Figure 1-F), 대기순화가 기내 유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membrane filter가 부착된 마젠타박스에 치상

된 식물체는 잎 색이 더 진한 녹색을 띄었고 보다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였으나(Figure 1-G), 환기처리되지 않은 마

젠타박스에 치상된 식물체는 잎 색이 연한 녹색을 띄었고

일부 개체는 위조현상을 나타내 고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기순화를 거치지 않은 용기 내에는 과습으로 이슬이 맺

힌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줄기나 뿌리길이의 생장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데이터 미제시),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로 김지아와 문흥

규(2006)의 Eucalyptus pellita의 대기순화 처리가 기내배

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기순화 처리가 줄기

생장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환기처리 한

잎이 무처리보다 더 진한 녹색을 띠며 정상적으로 자란

식물체의 잎과 비슷하게 유도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밀폐된 기내에서 배양된 식물체는 CO
2
가 부족하고 상대

습도가 높기 때문에(Kozai and Kubota, 2001) 환기처리를

통해 CO
2
를 공급해 주거나 상대습도를 줄여주는 대기순

화가 필요하다. 배양용기 뚜껑에 membrane filter를 부착

하여 대기순화를 유도한 방법은 Debergh(1991)에 의해 처

음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대기순화를 통해 기내 식

물체를 정상적인 식물체로 유도시킬 수 있다는 보고(문흥

규와 박소영, 2008; 박소영 등, 2008; 최소라 등, 2005)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토양순화

대기순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식물체를 토양순

화 실험에 사용한 결과 수분함량이 높은 남산상토에서 유

식물체의 생존율이 높았으나 혼합토와 펄라이트에서는 유

식물체가 거의 생존하지 못하였다(Table 2). 이는 토양조

건이 서울오갈피의 토양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생육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토양조건에 따른 추가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토양순화 과정에서 대기순화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 대기순화를 거친 실험군의 생존율이 가

장 높았고, 식물체의 생리적 특색 또한 진한 녹색의 잎으

로 정상적으로 유도되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ure 1-

H). 특히 토양순화 과정 중 생존율이 가장 높은 남산상토

Table 2. Effect of ventilation and soil types on the survival of soil transferred plantlets of Eleutherococcus seoulensis during 8
weeks. 

Soil type Condition
Survival rates of plants(%) 

1 2 3 4 5 6 7 8(week)

Perlite + Peatmoss
(A)

Ventilation 100 28.5±2.9* 13.8±2.7 8.7 ±1.3 4.8 ±2.7 4.8 ±2.7 4.8 ±2.7 4.8±2.7

Develop stage on petri-dish 100        0 0 0 0 0 0 0

Control 100 8.7 ±1.3 4.8 ±2.7 4.8 ±2.7 4.8 ±2.7 4.8 ±2.7 4.8 ±2.7 4.8±2.7

Perlite (B)

Ventilation 100 28.5±2.9 13.8±2.7 0 0 5 0 0

Develop stage on petri-dish 100 9.5 ±1.4 9.5 ±1.4 9.5 ±1.4 9.5 ±1.4 5.8 ±1.7 5.8 ±1.7 5.8±1.7

Control 100 4.9 ±3.8 0 0 0 0 0 0

Soil on Nam
Mountain (C)

Ventilation 100 90 ±4.8 90 ±4.8 75 ±6.5 75 ±6.5 75 ±6.5 70 ±5.8 70±5.8

Develop stage on petri-dish 100 90 ±3.2 80 ±2.5 60 ±1.8 45 ±2.8 40 ±3.5 35 ±5.7 35±5.7

Control 100 90 ±2.2 50 ±4.5 35 ±5.5 35 ±5.5 35 ±5.5 30 ±2.4 30±2.4

*Data represents the mean±SE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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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기순화 처리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Table 2). 또한 남산상토에서 대기순화를 거

치지 않은 대조군과 petri-dish에서 신장 중인 유식물체의

생존율은 30~35%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기간이 경

과됨에 따라 생존율도 점차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대기순화를 거친 실험군의 생존율은 70% 이상으로 대조

군의 생존율보다 35~40% 이상 훨씬 더 높았다. 이는 기

내 식물체를 기외환경으로 활착시킬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을 유묘의 생존율로 제시하여 기내에서 환기처리된 유식

물체를 기외로 순화시킬 때 가장 높은 생존율을 얻은 연

구(고은정과 채영암, 2002)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4. 야외순화

대기순화와 토양순화를 거쳐 정상적인 생육 상태를 나

타낸 식물체를 서울시 중구 필동 소재의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한 묘포장에 식재하여 8주 동안 야외순화 과정을 조

사한 결과 토양순화를 거친 식물체의 95% 이상이 생존하

였다(Figure 1-I). 그러나 야외순화 과정에서 대기순화 유

무에 따른 식물체의 생육상태 비교는 대기순화를 거치지

않은 식물체가 건전한 생장을 하지 못해 토양순화 과정

중 대부분 소실되어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기

내에서 생산된 서울오갈피 묘목의 효율적인 생산은 대기

순화→토양순화→야외순화의 단계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

하였다. 이는 기내에서 배양된 식물체는 온전한 식물체와

는 달리 의존적인 영양체로 기내 식물체를 특별한 처리

없이 야외순화를 실시할 경우 저조한 생존율을 보인다는

보고(Kozai et al., 1991)를 뒷받침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는 광독립영양체(photoautotrophic)로의 육성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대부분 정상적인 식물

체로의 육성이나 생리적 기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야외순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하에서

대기순화 과정이 야외순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

으로 매우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단계적

야외순화과정은 비단 서울오갈피 뿐 아니라 다른 기내 식

물체를 야외로 순화시키는 실험에도 적용 가능하리라 판

단된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확립된 기내배양을 통해 생산된 서울

오갈피 묘목의 대량증식체계는 체세포배 발아로부터 묘

목 생산에 이르기까지 32주 안에 정상적인 묘목으로의 양

성이 가능하였다(Table 3). 유식물체 신장 시 2차 체세포

배가 유도됨에 따라 일반적인 체세포배 유도와는 달리 캘

러스 유도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2차 체세포배 유도의 큰 장점은 캘러스로부터

일어나는 분화 시스템보다 체세포 변이가 유도될 가능성

이 적고 유전적으로 안전하며 미량의 조직으로 단기간에

대량증식 시스템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수광 등

(2008)과 같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희귀수종 및 고부가

가치를 지닌 식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2차

체세포배에서 3차 또는 4차 체세포배 유도가 가능하기 때

Table 3. Optimal conditions for mass-production of Eleutherococcus seoulensis.

Purpose
Media

Components
Periods
(week)

Cultural Vessel

In vitro

Germination for Somatic embryos

 WPM
 3% sucrose
 3.0 mg/L GA

3

 0.3% gelrite

4
Petri-dish

(90×15 mm)

Elongation of Plantlets

 1/2 SH
 2% sucrose
 1.0 mg/L GA

3

 0.2% AC
 0.3% gelrite

4
Petri-dish

(100×40 mm)

Development of Plantlets

 1/2 SH
 1% sucrose
 0.2% AC
 0.3% gelrite

4
Magenta box

(65×65×100 mm)

Ventilation

 1/3 SH
 1% sucrose
 0.2% AC
 0.3% gelrite

4
Magenta box

(65×65×100 mm)
ventilation

Ex vitro
Soil acclimatization  Soil on Nam Mountain 8

Plastic pot
(30×40×15 cm)

Field acclimatization  Nursery field 8  Nursery field

All period for production (week) 32



724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6호 (2009)

문에 대량시설과 인력 등이 구비될 경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순화시스템을 적용시킨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대

량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서울오갈피와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 종 보존을 위해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

며, 앞으로 조경수 및 특용수 등의 다양한 용도 개발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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