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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 나리 조직배양구의 순화, 비대를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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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proper planting density and depth of tissue-cultured oriental 
lily bulblets for bulb production. Planting densities of bulblets were 200, 400, 600, 800, 1,000 bulblets/ m2, 
and planting depths were 1, 3, 6, 9, 12 cm. Proper planting density of tissue-cultured ‘Siberia’ bulblets was 
400 bulblets/ m2 with 87.3% of survival rate, 6.4 cm of bulb circumference, and 8.3 g of bulb weight. For 
‘Sorbonne’, it was thought to be 400 bulbs/ m2 with 88.8% of survival rate, 5.0 cm of bulb circumference, 
and 7.1 g of bulb weight. Proper planting depth of tissue-cultured ‘Siberia’ bulbs was 3 cm with 77.8% of 
survival rate, 5.9 cm of bulb circumference, and 7.9 g of bulb weight. For ‘Sorbonne’ bulbs, it was 3 cm 
with 87.1% of survival rate, 5.1 cm of bulb circumference, and 6.5 g of bulb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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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나리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4대 절화로 우리나라에서

는 수출에 주력하는 화종이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나리

의 재배면적은 221ha, 생산액 418억원으로 전체 절화류 중에

서 재배면적은 9.7%, 생산액은 11.8%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국내 전체 생산액의 30%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

며, 일본이 수입하는 나리 절화 중에서 한국산 나리 절화의 

점유율은 물량기준으로 96%, 금액기준으로 89%이며, 일본 

전체 나리 절화 수요량의 5.9%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2009). 나리 절화 수출액은 

1998년 3,388천불, 2002년 6,951천불, 2008년 19,051천불

로 10년간 562%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나리 구근의 수

입액은 2000년 3,311천불에서 2008년 6,243천불로 53% 증가

하였다(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2009). 주로 수출되는 나리 절화는 오리엔탈 나리 그룹인 ‘시
베리아(Siberia)’, ‘솔본느(Sorbonne)’, ‘메두사(Medusa)’, ‘카

사블랑카(Casablanca)’ 등과 오리엔탈나리와 트럼펫종과의 

교잡 그룹(OT)인 ‘옐로우윈(Yelloween)’으로 거의 전량 화

란에서 수입하고, 최근에는 남반구의 칠레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구근도 수입하고 있다(Schenk와 Rhee, 2007). 이렇

게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리 재배 농가들은 생산비중에

서 종구비가 약 55%를 차지하므로 소득이 높아도 소득구조

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농가들은 스스로 절화 재배

한 구근을 재활용하기 위해 노지에 양구하여 다시 재활용하

거나, 개화구를 인편번식에 의해 증식하고 양구하여 종구의 

자급화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리엔탈 나리 

구근의 경우 구근부패병이나 바이러스 감염(Kim 등, 2000) 
등으로 인해 농가들 스스로의 노력에 비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등, 1998b; Park 등, 2003). 효
과적인 종구 자급화를 위해서는 경정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무병주(Kim 등, 1996)를 대량 증식하여 별도의 격리시설에

서 순화와 양구를 거친 후 인편 번식하여 증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개화구 생산체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무병주로 대량 증식한 조직배양구 순

화의 한 과정으로 충실한 소구를 생산하기 위한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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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issue-cultured bulblets of Lilium Oriental hybrids ‘Siberia’ and ‘Sorbonne’. 

Cultivar Bulblet circumference
(cm)

Bulblet weight
(g)

Bulblet height
(cm)

Siberia 3.51 ± 0.85z 1.34 ± 0.61 1.41 ± 0.22
Sorbonne 3.38 ± 0.92 1.37 ± 0.73 1.44 ± 0.22
zMean ± standard deviation.

 

Fig. 1. Tissue-cultured bulblets before planting(left) and the comparison of scale leaves (from left 1st one) and stem leaves (2nd, 
3rd and 4th) (right) sprouted from tissue-cultured bulblets of Lilium oriental hybrid ‘Siberia’.

재식밀도 및 재식깊이에 대하여 구근비대 촉진조건을 구명

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오리엔탈 나리(Lilium Oriental hybrid)의 대

표적인 품종인 ‘시베리아(Siberia)’, ‘솔본느(Sorbonne)’의 조

직배양구를 이용하였다. 조직배양구는 생장점 배양된 무병

종구를 이용하였고, 기내에서 비대된 소구에서 인편을 분리

하여 계대배양 한 후 3개월간 배양하였다. 인편배양으로 발

생된 소구를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비대배지로 옮

겨 4개월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휴면타파를 위해 기외로 

옮겨 습윤 피트모스와 혼합하여 5℃에서 2개월간 저온처리

를 하였다. 처리 후 시험에 사용할 조직배양구의 특성으로는 

구주는 3.38-3.5cm, 구중 1.34-1.37g, 구고 1.4cm 였다(Table 
1, Fig. 1). 정식상자는 내부가 넓이 0.20m2(0.56×0.36m), 높
이 20cm인 구근 수입 상자를 사용하였다. 상토는 코코피트 

단용으로 하고, 부피는 약 35L(56×36.5×17cm) 였다. 정식은 

2007년 8월 30일에 강원도농업기술원 유리온실에서 상자에 식재

하여 관리하였다. 온실 내 온도는 야간 10-15℃, 주간 20-25℃로 

유지되었다. 비료는 오스모코트(15N+11P2O5+13K2O+2MgO+TE)
를 상자 당 52.5g(1.5kg･m-3)을 살포하였으며, 관수는 1주일

에 1-2회 실시하였다.
적정 재식밀도 시험을 위해 상토는 상자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코코피트를 바닥부터 14cm 가량 부은 후, 조직 배양구

를 골고루 흩어 뿌린 후 17cm 까지 상토를 약 3cm 복토하였

다. 조직배양구의 식재량은 200, 400, 600, 800, 1,000구/m2 
단위로 하여, 실제 상자(0.20m2)당 식재 수량은 41, 82, 164, 
328, 656구가 되었다. 적정 재식깊이 시험을 위해서는, 상토 

복토를 1, 3, 6, 9, 12cm 로 나누어 하였으며, 실제 상자 내 

깊이는 바닥부터 배양구까지 16, 14, 11, 8, 5cm 가 되도록 

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 6반복으로 실시되었

다. 조사는 신초 출현시에 출현율과 구근수확시기(2008년 3
월)에 구근을 굴취하여 구고, 구주(구근둘레), 구중 및 생존

구율 등을 조사하였다. 경엽 출현율은 생존된 구에서 줄기

잎이 나온 비율과 줄기없이 인편엽만 출현한 것으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program(version 8.0; SAS Institute, Gary, NC, USA)의 

ANOVA 검정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이용하여 시험

군 평균값 간의 유의수준 Ρ<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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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planting density on the quality of bulbs harvested from tissue-cultured bulblets of Lilium oriental hybrid ‘Siberia’
and ‘Sorbonne’. 

Cultivar Density
(bulbs/m2)

Survival rate
(%)

  Sprouting rate (%) Bulb 
height
(cm)

Bulb 
circumference

(cm)

Bulb 
weight

(g)

Daughter bulb
Stem 
leaves

Scale 
leaves

Weight
(g) Number

Siberia 200 89.7 az 86.2 a 13.8 3.2 a 6.8 a 9.2 a 1.0 a 0.3 a
400 87.3 a 81.7 a 18.3 3.0 a  6.4 ab  8.3 ab 0.7 b 0.3 a
600 77.8 b 86.9 a 13.1 2.7 b 5.9 b 7.9 b 0.5 b 0.4 a
800 78.0 b 88.3 a 11.7 2.8 b 5.8 b 7.1 c  0.6 bc 0.2 a

1,000 78.3 b 82.5 a 17.5 2.6 c 5.5 c 4.7 d 0.4 c 0.2 a

Sorbonne 200 84.3 a 69.1 a 30.9 2.9 a 5.5 a 7.2 a 1.1 a 0.9 a
400 88.8 a 70.7 a 29.3 3.0 a  5.0 ab 7.1 a 1.1 a 0.8 a
600 87.1 a 51.5 b 48.5 2.8 a  5.1 ab  6.5 ab 0.8 b 0.5 b
800 91.1 a 51.7 b 48.3 2.7 a 4.5 b 5.9 b 0.7 b 0.4 b

1,000 89.7 a 51.4 b 48.6 2.7 a 4.5 b 5.3 c  0.9 ab 0.5 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A planting depth was 3 cm.

결과 및 고찰

재식밀도에 따른 소구 비대 

‘시베리아’의 구근수확 후(2008년 3월) 생존율은 200과 

400구/m2 식재구에서 89.7%, 87.3%로 가장 높았다(Table 
2). 생존된 식물체 중에서 싹 출현율은 줄기와 함께 잎이 출

현한 경출엽과 줄기 없이 인편 유래된 인편엽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재식밀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경출엽은 

81.7-88.3%, 인편엽은 11.7-18.3%을 나타내었다(Table 2, Fig. 
1). 과거의 오리엔탈 나리 조직배양구는 구주 0.5-0.9cm, 구
중 0.1-0.5g 내외로 작고, 경출엽이 없이 모두 인편 잎만 출

현 되었다(Han 등, 1999; Kim 등, 1998a). 또한, 조직배양구

의 생존율이 ‘카사블랑카’는 71%, ‘마르코폴로’는 80.6%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인편엽이 맹아하였고, 단지 소수의 

자구에서만 경출엽으로 맹아하였다(Son 등, 2002). 그러나,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조직배양 배지에서 생산된 자

구는 구주 3.38-3.5cm, 구중 1.34-1.37g(Table 1, Fig. 1)로 

크고, 경출엽 출현이 증가되어 순화 및 구근 비대에 효율적

이고 개화구까지의 비대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200구/m2 재식구에서 수확한 구근이 구고 3.2cm, 구주 

6.8cm 및 구중 9.2g으로 가장 충실하였으며, 자구의 착생도 

양호하였다. 구주 6cm 이상 비율도 200구/m2 재식구가 71.9%
로 가장 많았으며, 밀식할수록 구주 6cm 이상의 구근 비율

은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400구/m2 재식구

의 경우에서 생존율 및 줄기 출현율, 구주 및 구중 등에서 

200구/m2 재식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3). 
이러한 결과로, 7개월간 구근상자에서 순화한 후 구근을 수

확하였을 때 단위면적당 생존율 및 6cm 이상의 구 비대에는 

200구/m2 재식구가 가장 양호하였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구근 비대 효율은 400구/m2 재식구가 적합하였으며 생존율 

87.3%, 구주 6.4cm, 구중 8.3g 구주 6cm 이상 비율 61.6% 
이었다. 

‘솔본느’ 품종의 수확 후(2008년 3월) 생존율은 800구/m2 
재식구에서 91.1%로 가장 양호하였다. 구주는 200구/m2 재식

구에서 5.5cm, 400구/m2 재식구에서 5.0cm 였으며 800구/m2 
이상 재식구는 약 4.5cm로 작아졌다. 구중은 200구/m2 

재식구

에서 7.2g, 400구/m2 재식구에서 7.1g로 유사하였으나 600구/m2

이상 재식구는 5.3-6.5g으로 밀식할수록 가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구 착생도 200-400구/m2 재식구에서 가장 양호

하였다. 구주 6cm 이상 비율도 200구/m2 재식구가 37.3%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그러나, 400구/m2 재식구의 경우에

서도 생존율 및 경출엽의 출현율, 구주, 자구 크기 및 무게 

등에서 200구/m2 재식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2). 이러한 결과로, 단위면적당 7개월간 상자에서 순화한 후 

구근을 수확하였을 때 생존율 및 구근 비대에는 200구/m2 
재식구가 가장 양호하였지만, 단위면적의 효율은 400구/m2 
재식구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솔본느’ 조직

배양구의 상자 재배 시 400구/m2(84개/상자) 재식밀도에서 

생존율 88.8%, 구주 5.0cm으로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리엔탈나리 ‘르네브’ 조직배양구의 배지경 

관비재배에서 600구/m2(재식거리 4×4cm) 재식시 소구 생

산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보고(Lee 등, 2006)와 달리, 본 연

구에서는 400구/m2 정식이 구 비대에 효율적이란 결과는 품

종 및 조직배양구의 소질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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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bulb circumference harvested from tissue-cultured bulblets of Lilium oriental hybrid ‘Siberia’ and ‘Sorbonne’.

Cultivar Density
(bulbs/m2)

Distribution rate of bulb circumference (%) % of 
6 cm<<4 cm 4-5 cm 5-6 cm 6-7 cm 7-8 cm 8-9 cm 9-10 cm

Siberia 200  4.5  7.9 15.7 24.7 24.7 14.0 8.4 71.9
400  7.9 13.8 16.6 23.0 21.7 13.0 3.8 61.6
600 15.1 18.9 18.4 20.6 14.9  9.6 2.4 47.6
800 14.0 18.2 22.0 21.8 15.9  7.0 1.1 45.9

1,000 21.0 18.4 22.6 23.3  9.9  4.2 0.7 38.0

Sorbonne 200 19.4 23.4 19.9 16.9 13.4  6.5 0.5 37.3
400 28.7 25.8 16.9 14.2  8.8  4.7 0.9 28.7
600 47.5 16.9 10.5  6.1  1.6  0.5 0.0 18.7
800 45.8 16.1 14.8 13.5  5.8  3.6 0.4 23.3

1,000 44.8 16.8 16.1 10.2  9.8  1.9 0.4 22.3

오리엔탈 나리 ‘시베리아’와 ‘솔본느’의 정식 전 종구 소

질은 구주 3.51cm와 3.38cm, 구중도 1.34g과 1.37g로 유사

하였다(Table 1). 그러나, 두 품종의 구근 비대 특징은 달라 

200구/m2 재식구시 ‘솔본느’의 구고 2.9cm, 구주 5.5cm 및 구

중 7.2g에 비해 ‘시베리아’는 구고 3.2cm, 구주 6.8cm및 구중 

9.2g로 ‘솔본느’의 구근비대보다 ‘시베리아’가 구주 1.3cm, 
구중 2g 더 크고 무거웠다. 즉, ‘시베리아’가 ‘솔본느’에 비

해 약 20% 가량 구근 비대에 효과적이었다. 400-1,000구/m2 
재식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시베리아’가 ‘솔본느’에 비

해 약 11-22% 정도 구근 비대가 우수하였다(Table 2). 이 

같은 결과는 ‘시베리아’가 ‘솔본느’에 비해 조직배양구의 순

화시 구 비대효과 및 순화 적응력이 양호하며, 추후 ‘솔본

느’의 순화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구명이 필요하다.

재식깊이에 따른 구근 비대 

재식깊이별 초기 생육(2007년 9월) 조사결과 ‘시베리아’, 
‘솔본느’ 2품종 모두 재식깊이가 얕을수록 신초 출현시 소

요일수는 5일로 빠르고, 깊을수록 늦어져 12cm에서는 11일
로 6일 가량 늦었다(Table 4). 50% 신초 출현소요일수 역시 

1cm 재식깊이에서 6.7-7일로 가장 빨랐으며, 깊을수록 2-3
일 간격으로 늦어졌다. 이는 같은 결과는 오리엔탈 그룹인 

‘카사블랑카’의 기내 소인경 식재 시 맹아소요일수는 식재 깊이

가 깊을수록 지연된다는 보고(Kim 등, 1998a)와 유사하였다. 
신초 출현율은 1-3cm 재식깊이가 93.6-97.2%로 가장 높았으며 

깊을수록 낮아져 12cm에서는 81.3%로 낮았다(Table 4). 
‘시베리아’ 품종의 수확 후(2008년 3월) 생존율은 재식깊

이가 낮은 1과 3cm 재식구가 각각 82.9%와 77.8%로 비교

적 높았다. 생존된 식물체 중에서 조사된 경출엽은 재식깊

이간 통계적 유의성 없이 76.3-87.7%를 나타내었다. 구주는 

재식깊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없이 5.6-5.9cm로 나타났

으나, 구중은 재식깊이 3cm 식재구가 7.9g으로 무거웠다. 
구주 6cm 이상 비율은 재식깊이 6cm에서 51.0%로 가장 많

았다(Table 5, 6). 따라서, ‘시베리아’ 품종의 조직배양구 상

자재배 시 126개/상자(600개/m2) 재식밀도에서의 재식깊이

는 3cm 재식구가 생존율 77.8%, 구주 5.9cm, 구중 7.9g, 구
주 6cm 이상 비율 47.2%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솔본느’ 품종의 수확 후(2008년 3월) 생존율은 재식깊이

가 중간인 3과 6cm 재식구가 각각 85.6%와 86.8%로 비교

적 높았다. 구주는 재식깊이가 낮은 1-3cm 재식구에서 5.2
와 5.1cm로 가장 컸으며, 구중도 1-3cm 재식구에서 6.5-6.8g
으로 가장 무거웠다. 이러한 결과는 오리엔탈나리 ‘솔본느’ 
조직배양묘 순화구의 식재시 깊이를 1-2cm로 얕게 정식하여 

100%의 출아율 향상 효과와 재식깊이가 깊을수록 (3-4cm 
이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Jeong 등, 2008)와 비교할 

때 깊이 1-2cm가 우수한 점은 유사하였으나, 재식깊이 3cm
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1cm에 비해 다소 높고, 수분 등 관수

관리가 양호하고 충분한 비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솔본

느’의 조직배양구 상자재배 시 126개/상자(600개/m2) 재식

밀도에서의 재식깊이 3cm 재식구가 생존율 85.6%, 구주 

5.1cm, 구중 6.5g, 구주 6cm 이상의 비율은 29.7%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Table 5, 6). 
오리엔탈나리 ‘시베리아’와 ‘솔본느’의 정식 전 조직배양

구의 구근특성은 유사하였다. 실험 결과, 재식깊이별 구 비

대 특징은 두 품종 모두 3cm 깊이에서 식재하는 것이 구근 

비대에 효과적이었다. ‘시베리아’의 경우 재식깊이별로 구

주는 3cm 깊이에서 5.9cm로 12cm 깊이의 5.6cm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구중도 3cm 깊이에서 7.9g로 6, 9, 12cm 
깊이의 7.1g에 비해 약 10%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솔본느’의 경우 재식 깊이별로 구중은 1cm 깊이

에서 6.8g인 반면 9와 12cm 깊이의 경우 5.4g으로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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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lanting depth on the initial shoot emergence of tissue-cultured bulblets of Lilium oriental hybrids ‘Siberia’ and 
‘Sorbonne’.

Cultivar Planting
depth (cm)

Days to first shoot 
emergence

Days to 50% shoot 
emergence

% of shoot 
emergence

Siberia  1  5.0 dz  6.7 e 96.2 a
 3  5.2 d  8.3 d 93.6 a
 6  6.5 c 10.3 c  89.3 ab
 9  8.3 b 12.0 b  85.6 bc
12 11.0 a 14.2 a 81.3 c

Sorbonne  1  5.0 e  7.0 e 97.4 a
 3  5.8 d  9.0 d 97.1 a
 6  6.5 c 10.2 c 96.0 a
 9  8.5 b 12.2 b 81.9 b
12 10.3 a 13.8 a 76.6 c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5. Effects of planting depth on the quality of bulbs harvested from tissue-cultured bulblets of Lilium oriental hybrid ‘Siberia’
and ‘Sorbonne’.

Cultivar
Planting 
depth 
(cm)

Survival 
rate
(%)

  Sprouting rate (%) Bulb 
height
(cm)

Bulb 
circumference

(cm)

Bulb 
weight

(g)

Daughter bulb
Stem 

leaves
Scale 
leaves

Weight
(g) Number

Siberia  1  82.9 az 87.7 a 12.3 2.6 a 5.8 a  7.6 ab 0.5 b 0.4 a
 3  77.8 ab 86.9 a 13.1 2.7 a 5.9 a 7.9 a 0.5 b 0.4 a
 6  75.7 ab 85.6 a 14.4 2.7 a 5.9 a 7.1 b 0.7 a 0.4 a
 9  75.7 ab 78.8 a 21.2 2.7 a 5.6 a 7.1 b 0.5 b 0.3 a
12 70.4 b 76.3 a 23.7 2.6 a 5.6 a 7.1 b  0.6 ab 0.3 a

Sorbonne  1  82.9 ab 59.1 a 40.9 2.8 a 5.2 a 6.8 a 0.7 a 0.5 a
 3 87.1 a 51.5 b 48.5 2.8 a 5.1 a  6.5 ab 0.8 a 0.5 a
 6 86.8 a 53.8 b 46.2 2.4 b 4.8 a  5.9 ab 0.7 a 0.4 a
 9 78.0 b 56.9 b 43.1 2.4 b 4.7 a 5.4 b 0.7 a 0.5 a
12 69.8 c 48.0 c 52.0 2.4 b 4.4 b 5.4 b 0.7 a 0.4 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A planting density was 600 bulbs/m2 (84 bulbs/box).

Table 6. Distribution of bulb circumference harvested from tissue-cultured bulblets of Lilium oriental hybrid ‘Siberia’ and ‘Sorbonne’.

Cultivar Planting 
depth (cm)

Distribution rate of bulb circumference (%) % of 
6 cm<<4cm 4-5cm 5-6cm 6-7cm 7-8cm 8-9cm 9-10cm

Siberia  1 11.5 17.7 24.8 24.3 18.1 2.7 0.9 46.0
 3 14.3 15.8 22.7 20.9 16.5 8.8 0.9 47.2
 6 13.0 14.4 21.6 23.6 16.3 7.1 4.0 51.0
 9 10.2 17.6 20.3 21.4 16.1 5.4 1.1 44.0
12 22.5 18.1 20.4 19.1 15.2 3.7 1.0 39.1

Sorbonne  1 24.6 23.9 18.2 16.8 10.1 5.5 0.9 33.2
 3 29.2 26.9 14.2 14.5  9.9 4.3 1.0 29.7
 6 34.6 27.1 14.6 13.6  7.9 1.9 0.3 23.7
 9 38.3 25.8 15.4 10.3  7.3 2.4 0.5 20.5
12 50.5 16.3 13.5 11.3  6.2 1.6 0.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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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차이가 났다(Table 5). 따라서, ‘시베리아’가 ‘솔본느’
에 비해 조직배양구의 순화시 적응성이 높아 구근비대가 비

교적 양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오리엔탈 나리 ‘시베리아’와 ‘솔본느’ 조직

배양구의 순화에 적합한 재식밀도는 두 품종 모두 밀도가 

적은 200구/m2 재식구가 가장 양호하였지만, 단위면적당 구

근 비대 효율은 400구/m2 재식구였다. 그렇지만, 두 품종의 

구근 비대 특징은 달라 200구/m2 재식구시 ‘솔본느’의 구주 

5.5cm, 구중 7.2g에 비해 ‘시베리아’는 구주 6.8cm 및 구중 

9.2g로 ‘시베리아’가 ‘솔본느’에 비해 구주 1.3cm, 구중 2g 
더 크고 무거워 약 20% 가량 구근 비대에 효과적이었다.  
재식깊이도 두 품종 모두 3cm 정도의 깊이가 양호하였다. 
‘시베리아’의 경우 재식깊이 별로 구주는 3cm 깊이에서 5.9cm
로 12cm 깊이의 5.6cm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순화 적응

성이 높았지만, ‘솔본느’의 경우 재식 깊이별로 구중은 1cm 
깊이에서 6.8g인 반면 9와 12cm 깊이의 경우 5.4g으로 약 

20% 정도 차이가 나서 깊이가 깊을수록 구근비대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따라서, ‘시베리아’가 ‘솔본느’에 

비해 조직배양구의 순화시 적응성이 높아 구근비대가 양호

하였으며, ‘솔본느’의 경우 환경에 따라서 구근비대에 적합

한 밀도와 깊이를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과거 국

내 나리 구근 자급화를 위한 나리 조직배양에 대한 연구로 

경정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무병주(Kim 등, 1996)를 만들고, 
multiple shoots 유도(Kim 등, 1999)나 저반부 배양(Han 등, 
1999)에 의한 대량 증식 기술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병 조직배양구는 구주크기가 작고 구중이 가벼워(Han 등, 
1999; Kim 등, 1998a) 기외에서 순화시 생존율이 낮고 인편 

잎만 나와(Son 등, 2002) 구근 비대가 어려웠다. 본 실험 결

과 무병 조직배양구의 구주가 크고 구중이 무거워 순화에 

큰 문제가 없었고, 조직배양구가 순화과정을 겪을 때 효율

적인 구근비대가 될 수 있는 재식밀도와 구근의 정식 깊이

가 구명되었다. 이는 오리엔탈나리 구근생산과정의 첫 단계

로서 이 후 수확된 구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근비대시켜 

품질이 우수한 개화구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오리엔탈 나리의 종구생산 체계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직배양구, 소구, 중구, 개화구까지 생산

하는 과정에 좀 더 효율적인 바이러스 관리 및 비대조건 등

을 구명하는 실험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나

리 구근 생산지가 네덜란드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프랑스, 
칠레 및 뉴질랜드에서는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로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광량 때문이다

(Schenk and Rhee, 2007). 따라서, 우리나라의 나리 종구 생

산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특히, 농가에서 개화구를 이용한 인편번식으로 

구근을 증식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일련의 종구생산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초   록

조직배양구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상토에 정식을 할 때 순

화율을 높이고 구 비대에 적합한 재식밀도와 깊이를 구명하

고자 시험을 수행되었다. 오리엔탈나리 대표 품종들인‘시베

리아’와 ‘솔본느’ 조직배양구의 효과적인 순화를 위한 재식

밀도를 200, 400, 600, 800, 1,000구/m2 단위로 하였으며, 
재식깊이 시험을 위해 상토의 복토를 1, 3, 6, 9, 12cm로 나

누어 정식하였다. 오리엔탈나리 ‘시베리아’의 경우 m2 당 400
구 재식시 생존율 87.3%, 구주 6.4cm, 구중 8.3g, 구주 6cm 
이상 비율 61.6%로 가장 적합하였다. ‘솔본느’의 경우도 400
구/m2

에서 생존율 88.8%, 구주 5.0cm, 구중 7.1g 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리엔탈나리 ‘시베리아’와 ‘솔
본느’ 조직배양구의 순화를 위한 적정 재식깊이는 ‘시베리

아’의 경우 지표면에서 3cm 재식구가 생존율 77.8%, 구주 

5.9cm, 구중 7.9g, 구주 6cm이상 비율 47.2-51.0%로 가장 

양호하였고, ‘솔본느’의 경우도 3cm 재식구에서 생존율 87.1%, 
구주 5.1cm, 구중 6.5g로 가장 양호하였다.

추가 주요어 : 구주, 구중, ‘시베리아’, ‘솔본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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