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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오갈피 부정근 배양 시 오옥신과 사이토키닌이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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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 attempt to improve biomass and bioactive compound production, we cultured adventitious 
roots of Eleutherococcus koreanum in 250 mL Erlenmeyer flasks using Murashige and Skoog (MS) medium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uxins (IBA, NAA, IAA) and cytokinins (BA, kinetin, TDZ). Root biomass 
(fresh and dry weight) was enhanced at 5 mg･L-1 indole-3-butyric acid (IBA) after 5 weeks of culture. The 
content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was also increased with 5 mg･L-1 IBA compared to -naphtalene 
acetic acid (NAA) or indole-3-acetic acid (IAA) treatments. The combination of 5 mg･L-1 IBA with 0.1 mg･L-1 
thidiazuron (TDZ; N-phenyl-N’-1,2,3,-thidiazol-5-ylurea) enhanced root fresh and dry weight (1.4- and 1.6-fold, 
respectively) as well as the content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compared to the relative control (without 
cytokinin). On the contrary, N6-benzyladenine (BA) and 6-furfurylaminopurine (kineti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root biomass and bioactive compound production in adventitious roots of E. koreanum.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5 mg･L-1 IBA combination with 0.1 mg･L-1 TDZ supplementation was most suitable for both 
biomass and bioactive compound production from adventitious roots of E. korea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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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고착생활을 하는 식물체는 다양한 환경조건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장과 발육 및 생식과정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직

접적인 기능을 가진 물질 이외에 방어기작의 일종으로 특정 

식물에 한정되어 생산되는 부가적인 천연산물을 생산한다. 
하지만 식물체내 유효성분의 함량은 재배환경이나 수확시

기 등에 따라 차이가 심하여(Southwell과 Bourke, 2001) 산
업시장의 원료로 균일한 생리활성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효

과적인 생산방법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효율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포(Lee 등, 2006), 체세포

배(Shohael 등, 2008), 부정근(Jeong 등, 2009), 기내 소식물

체(Lee 등, 2008) 등을 이용하여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 

식물조직배양을 들 수 있다. 이중 부정근 배양은 식물체 배

양에 비해 배양체의 생장이 빠르고, 연속적인 증식과 안정

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상업적 대량화가 용이한 장점 등을 

가지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Wu 등, 2006).
오갈피속 식물들은 분류학적으로 산형화목(Umbellales) 두

릅나무과(Araliaceae)에 속하는 관목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지의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에 분포한다

(Ahn 등, 2005).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만큼 국가별 다양한 자

생 오갈피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중 섬오갈피(Eleutherococcus 
koreanum Nakai)는 제주도 바닷가에서부터 해발 1,400m에 

이르는 계곡이나 숲 속에 드물게 자라고 있는 한국 자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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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의 일종이다(Ko 등, 2003). 최근 섬오갈피가 진통소염

작용, 자양강장, 항피로작용, 항스트레스 작용, 해독작용, 항
류마티스 및 당뇨병 치료 등에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Ko 등, 2003)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정된 지역에서 서식하는 섬오갈피가 무분별하게 채

취되어 효과적인 보존과 생산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Park 
등, 2005). 섬오갈피의 경우 타 오갈피에 비해 수확기간이 

짧고 재배 관리가 쉬운 속성수이지만(Lim 등, 2005) 미숙 

종자로 생산되기 때문에 발아에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발아

율이 낮아 균일한 식물체를 일시에 대량 확보하는 데는 어

려움이 있다(Ko 등, 2003). 또한 Jwa 등(2000)은 섬오갈피

의 수확시기와 부위에 따라 생리활성물질 함량이 다르기 때

문에 생리활성물질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 9월 말에 

수확하는 것이 생리활성물질 함량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노지에서 생산된 섬오갈피를 산업시장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배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식물조직

배양을 이용하여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할 경우 배양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배양체가 균일하여 연중 일정

한 품질의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Paek 등, 2001). 
부정근을 이용한 섬오갈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생산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Ahn 등, 2005; Ahn 등, 2006), 
이미 500L 이상 규모의 생물반응기 배양에 성공하여 상업

화가 이루어진 Panax ginseng(Choi 등, 2000; Murthy 등, 2008)
과 Echinacea purpurea 부정근(Wu 등, 2007) 등에 비하면 

대량생산 방법의 확립은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섬오갈피의 생리활성물질을 기내에서 연중 균

일하게 대량생산하기 위한 생물반응기 배양조건 확립의 기

초 실험으로 부정근의 생장(생체중, 건물중)과 총 페놀, 플
라보노이드 생산에 적합한 배지 내 오옥신과 사이토키닌의 

종류와 농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섬오갈피(Eleutherococcus koreanum Nakai) 종자는 경기

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유전자원림에서 채취

한 뒤 2년간 습윤, 저온 저장하여 휴면을 타파시켰다. 휴면

이 타파된 종자를 2% sodium hypochlorite solution으로 15
분간 표면 살균한 뒤 멸균수로 3회 세척하였다. 그 후 미숙배

를 적출하여 2,4-dichlorophenoxyacetic acid(2,4-D) 1mg･L-1, 
sucrose 30g･L-1

가 첨가된 MS 배지(Murashige와 Skoog, 
1962)와 식물생장조절물질이 제거된 1/2 MS 배지에 순차적

으로 치상하여 22±1℃, 40µmol･m-2･s-1, 16/8(명/암) 광주기

에서 식물체를 유도하였다. 2개월 후 식물체로부터 뿌리를 

절단하여 22±1℃가 유지되는 암조건에서 indole-3-butyric 
acid(IBA) 3mg･L-1, thidiazuron(TDZ: N-phenyl-N’-1,2,3,- 
thidiazol-5-ylurea) 0.01mg･L-1, sucrose 30g･L-1

가 첨가된 

1/2 MS 배지를 이용하여 최종 부정근을 유도하였다(Ahn 
등, 2005). 

오옥신의 종류와 농도가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

질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축적에 적합한 오옥신의 

종류와 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sucrose 30g･L-1
가 첨가된 

1/2 MS 배지에 IBA, -naphtalene acetic acid(NAA), indole- 
3-acetic acid(IAA)를 각각 0, 1, 2, 3, 5mg･L-1

로 처리하여 

5주간 액체 진탕 배양하였다. 배지는 1N NaOH를 이용하여 

pH 5.8로 조정 후, 공기용적이 250mL인 삼각플라스크에 

70mL씩 분주하여 121℃, 1.2기압에서 20분간 멸균하여 사

용하였다. 배양은 생체중을 기준으로 5g･L-1 접종밀도로 부

정근을 접종한 후, 22±1℃가 유지되는 암조건에서 90rpm 
속도로 각 처리구당 5반복하였다. 

사이토키닌의 종류와 농도가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

성물질 축적에 미치는 영향 

사이토키닌의 종류와 농도가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IBA 5mg･L-1, sucrose 
30g･L-1

가 첨가된 1/2 MS 배지에 N6-benzyladenine(BA), 
6-furfurylaminopurine(kinetin), TDZ의 농도를 달리하여 5
주간 액체 진탕 배양하였다. BA와 kinetin은 0, 0.5, 1.0, 2.0, 
4.0mg･L-1

로, TDZ는 0, 0.05, 0.1, 0.2, 0.4mg･L-1
로 달리 처

리하였다. 기타 배양조건은 오옥신 실험과 동일하게 실시하

였다. 

생장량 측정 

배양 5주 후에 배지를 제거한 부정근을 흡습지를 이용하

여 충분히 수분을 제거한 다음 생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생체

중을 측정한 부정근을 60℃로 고정시킨 건조기(FO-600M, 
Jeio Tech, Korea)에서 48시간 건조 후 건물중을 측정하였

다. 생체중에 대한 건물중 비율은 Shohael 등(2006)의 방법

에 따라 최종 수확한 건물중을 최종 수확한 생체중으로 나

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생리활성물질 함량 측정 

추출물 조제 

건조한 2g의 부정근을 40%(w/v) 메탄올에 침지하여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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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auxin type and concentration on biomass accumulation of Eleutherococcus koreanum adventitious roots after 
5 weeks of culture. 

Auxin type Concentration
 (mg･L-1)

Fresh weight
(g･L-1)

Dry weight
(g･L-1) % dry weight

Control  9.43 ijz 1.14 hg 12.04

IBA 1.0 12.57 f 1.56 d 12.41
2.0 13.71 e 1.61 d 11.74
3.0 15.38 d 1.89 c 12.30
5.0 23.24 a 2.77 a 11.89

NAA 1.0 14.71 d 1.86 c 12.64
2.0 19.29 c 2.29 b 11.86
3.0 21.76 b 2.34 b 10.76
5.0 22.10 b 2.39 b 10.82

IAA 1.0  5.57 j 1.08 h 12.60
2.0  9.90 hi 1.26 fg 12.70
3.0 10.71 gh 1.38 ef 12.87
5.0 11.05 g 1.49 de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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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Effect of auxin type on root morphology of Eleu-
therococcus koreanum adventitious roots after 5 weeks of 
culture.

Treatmentz
(mg･L-1)

Root morphology
No. of 

lateral roots
(per explant)

Average length 
of lateral roots

(mm)
Color 

Control - - -
IBA 5.0 > 5 > 10 White
NAA 5.0 > 5 <  5 Dark yellow
IAA 5.0 - - -
zMS medium supplemented with 5.0 mg･L-1 of each auxin.

관이 부착된 환류 냉각 추출장치(LS-2050-S10, LS-TECH, 
Korea)를 이용하여 80℃에서 1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

과지(Advantec 110mm, Toyo Rosihi Kaisha Ltd., Japan)를 

통과시킨 후, 30mL로 정용하여 최종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부정근 내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Ali 등
(2006)과 Sakanaka 등(200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표
준물질로는 garlic acid(Sigma, MO, USA)와 (+/-) catechin 
standard solution(Sigma, MO, USA)을 사용하였으며, 부정

근 내 생리활성물질 함량은 mg･g-1 DW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Version 6.21, SAS Institute Inc., 
Cary, NC)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Duncan 다중 비교

하였다(SAS Institute, 1989). 

결과 및 고찰

오옥신의 종류와 농도가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

질 축적에 미치는 영향 

오옥신의 종류와 농도를 달리하여 섬오갈피 부정근을 5
주간 배양한 결과 IBA 5mg･L-1 처리구에서 생체중과 건물

중이 각각 23.24g･L-1
와 2.77g･L-1

로 가장 높았다(Table 1). 
IBA와 NAA처리구들은 호르몬 무첨가 처리구에 비해 부정

근의 생장량이 최소 1.4배에서 최고 2.4배 이상 높았으나, 
IAA 처리구들은 호르몬 무첨가 처리구와 비교해 부정근의 

생장량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모든 처리구에서 배지 내 

오옥신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체중과 건물중이 증가하여 배

지 내 오옥신 농도를 높여주는 것이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

장량 증가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오옥신들은 부정근의 형태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배양 5주 후 부정근의 색상과 형태가 다르게 발달되었다

(Table 2). 특히 부정근의 생장량이 높았던 IBA와 NAA 처
리구들의 경우 형성된 측근의 수는 두 처리구 모두 절편체 

당 5개 이상으로 비슷하였지만 길이 신장률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IBA 처리구들은 새롭게 형성된 측근이 흰색을 

띄며 10mm 이상으로 길이 신장이 활발히 이루어진대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접종한 주근이 비대 됨에 따라 배양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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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in the 
adventitious root of Eleutherococcus koreanum as affected 
by auxin type and concentration after 5 weeks of culture. 

Auxin 
Type 

Concentration 
(mg･L-1)

Total 
phenolics

(mg･g-1 DW)

Total 
flavonoids

(mg･g-1 DW)
Control 1.44 ez 0.58 i

IBA 1.0 4.34 b 1.64 f
2.0 4.63 a 1.81 e
3.0 4.74 a 1.88 d
5.0 4.88 a 1.94 c

NAA 1.0 4.11 b 1.88 d
2.0 3.86 c 1.81 e
3.0 4.25 b 2.00 e
5.0 4.83 a 2.15 a

IAA 1.0 1.42 e 1.42 fg
2.0 1.58 e 0.60 i
3.0 2.38 d 0.84 h
5.0 2.61 d 0.9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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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부정근의 생장량이 증가된 NAA 처리구들은 새롭게 형

성된 측근이 짙은 노란색을 띄며 5mm 미만으로 길이 신장

이 크게 억제되었다.
오옥신은 부정근의 측근 형성과 길이 신장에 가장 큰 역

할을 하는 식물생장조절물질로 부정근에 미치는 영향은 오

옥신의 종류와 농도, 배양체의 종류, 배양환경 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돌산 그룹의 IBA와 나프탈렌산 그

룹의 NAA, 천연 오옥신인 IAA에 의한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형태형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섬오갈피 부정근을 새로운 배지로 옮겨 

주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측근만을 선발하여 절단하였

는데, 이 과정 동안 IAA의 산화반응이 타 오옥신에 비해 강

하게 발생하여 부정근의 생장량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IBA는 타 오옥신에 비해 

부정근의 형성과 길이신장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Panax 
ginseng 부정근(Kim 등, 2003a)과 모상근(Washida 등, 2004)
의 뿌리 배양 시 측근의 형성과 길이 신장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Kim 등(2003b)은 배지 내 IBA와 NAA를 각각 

첨가하여 Panax ginseng 부정근을 배양할 때 발생하는 측근 

형성과 길이 신장 과정을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배

양초기 부정근의 내피 부분의 분열 양상이 NAA 처리구보

다 IBA 처리구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으며, 측근의 형성

과 길이 신장도 IBA 처리구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고 보

고하였다. 특히 NAA 처리구의 경우 측근의 세포분열이 억

제된 것처럼 보이며 근정단 부분이 비대 된 형태를 보여 본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형성된 측근의 길이 신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NAA 처리 시 부정근의 길이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 되는 현상은 Panax ginseng 
부정근을 이용한 Jeong 등(2009)의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섬오갈피가 속한 두릅나무과 식물의 부정근 배양 

시 일반적으로 NAA를 첨가하여 배양하면 새로운 측근의 

형성은 이루어지지만 형성된 측근의 길이 신장은 원활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길이 신장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은 부정근의 경우 활력이 높은 측근만을 선발하

여 배양하는 부정근의 연속배양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판단되어 섬오갈피 부정근 배양에는 생장량 증가와 측근의 

길이 신장이 활발히 이루어진 IBA가 적정 오옥신이라 생각

되었다.
오옥신의 종류와 농도가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리활성물질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생장량 결과와 동일하게 

고농도 IBA와 NAA 처리구에서 건물 1g속에 함유된 총 페

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았다(Table 3). NAA 5mg･L-1 
처리구에서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각각 4.83mg･g-1 

DW와 2.15mg･g-1 DW로 총합이 가장 높았으며, IBA 5mg･L-1 
처리구에서도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각각 4.88mg･g-1 
DW와 1.94mg･g-1 DW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IAA 처리

구는 배지 내 농도와 관계없이 생리활성물질 함량이 IBA와 

NAA 처리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일반적으로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세포나 부정근 배양에 첨가하는 IBA
와 NAA는 생리활성물질의 생합성 과정을 촉진시키고 2,4-D
는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Sahai와 Shuler, 1984). 특히 IBA
는 Panax ginseng 부정근(Kim 등, 2003a)과 모상근(Washida 
등, 2004)의 측근 형성뿐만 아니라 배양체 내 ginsenosides 
함량도 증가시켰다고 보고되어, 본 실험에서도 배지 내 IBA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정근 내 생리활성물질 축적이 촉진되

었다고 생각되었다. 
Panax ginseng 부정근(Jeong 등, 2009)과 Echinacea 

augustifolia 부정근(Wu 등, 2007)의 생장에 적합한 최적 

IBA농도는 각각 5mg･L-1
와 2mg･L-1

로 일반적으로 5mg･L-1 
이하 농도가 최적 농도로 보고되었다. 부정근의 생장에 적

합한 식물생장조절물질의 종류와 농도는 배양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고농도 오옥신이 첨가된 배

지에서 식물조직을 장기간 배양할 경우 배양세포의 염색체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섬오갈

피 부정근을 IBA 5mg･L-1 
이상 농도에서 연속배양 시 배양

체의 callus화가 진행되었다(결과 미제시). 따라서 본 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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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combination of auxin and cytokinin on biomass accumulation of Eleutherococcus koreanum adventitious roots 
after 5 weeks of culture. 

Cytokinin typez Concentration
 (mg･L-1)

Fresh weight
(g･L-1)

Dry weight
(g･L-1) % dry weight

Control 21.53 ey 2.57 f 12.00

TDz 0.05 27.43 b 3.56 b 12.98
0.1 30.59 a 4.14 a 13.54
0.2 19.33 g 2.78 de 14.36
0.4 19.12 g 2.73 def 14.27

BA 0.5 22.46 d 2.88 d 12.83
1.0 24.37 c 3.09 c 12.68
2.0 21.33 e 2.68 ef 12.55
4.0 21.32 e 2.68 ef 12.57

Kinetin 0.5 22.56 d 2.90 d 12.83
1.0 20.74 ef 2.71 def 12.87
2.0 20.74 ef 2.62 ef 12.62
4.0 20.35 f 2.60 ef 12.75

zEach treatment supplemented with 5.0 mg･L-1 IBA.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Fig. 1. Development of Eleutherococcus koreanum adventitious 
roots as affected by TDZ concentration after 5 weeks of culture 
(A, 5.0 mg･L-1 IBA; B, 5.0 mg･L-1 IBA with 0.1 mg･L-1 TDZ). 

목적이 섬오갈피 부정근 배양을 통한 생리활성물질의 대량

생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근 내 생리활성물질 함량도 

비교적 높고 생장량도 가장 높았던 IBA 5mg･L-1
를 최적 오

옥신의 종류와 농도로 선발하였다.

사이토키닌의 종류와 농도가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

성물질 축적에 미치는 영향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생산에 최적 오

옥신의 종류와 농도로 선발된 IBA 5mg･L-1
와 사이토키닌

을 혼용 처리하여 5주간 배양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DZ 
0.1mg･L-1

와의 혼용 처리구가 IBA 단용 처리구에 비해 생

체중과 건물중이 각각 1.4배(30.59g･L-1)와 1.6배(4.14g･L-1) 
증가하여 생장량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BA와 kinetin과
의 혼용 처리구들은 배지 내 농도와 관계없이 IBA 단용 처

리구에 비해 부정근의 생장량이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여 

부정근의 생장량 증가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특히 저농도 

TDZ 첨가 시 IBA 단용 처리구에 비해 형성된 측근의 수는 

비슷하지만 형성된 측근의 길이가 2배 이상 신장되어 최종 

부정근의 생장량이 증가하였다(Fig. 1). 일반적으로 부정근

의 생장량은 일차근의 비대생장과 함께 발생되는 이차근의 

수와 길이신장에 의해 증가한다. 따라서 세포분열을 촉진하

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토키닌은 부정근 배양 시 오옥신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측근의 길이 신장을 촉진시켜 최종 

생장량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Narayan 등(2005)과 Lee 
등(2006)도 Daucus carota 세포와 Gymnema sylvestre 세포 

배양 시 고농도 오옥신과 함께 저농도의 사이토키닌을 혼용 

처리할 경우 배양체의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최종 

생장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배양 5주 후 부정근 내 생리활성물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 

생장량 결과와 동일하게 TDZ 0.1mg･L-1
와의 혼용 처리구

에서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IBA 단용 처리구에 

비해 각각 1.5배 증가하여 7.7mg･g-1 DW와 2.9mg･g-1 DW
로 가장 높았다(Table 5). 또한 TDZ 0.1mg･L-1 이상 농도에

서는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고농

도 TDZ 첨가 시 부정근 내 생리활성물질 축적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BA와 kinetin과의 혼용 처리구들은 모든 농도

에서 생리활성물질 함량이 IBA 단용 처리구와 5% 유의범

위 수준에서 비슷하거나 감소하여 생리활성물질 축적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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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in the 
adventitious root of Eleutherococcus koreanum as affected 
by combination of auxin and cytokinin after 5 weeks of culture. 

Cytokinin
typez

Concentration 
(mg･L-1)

Total 
phenolics

(mg･g-1 DW)

Total 
Flavonoids

(mg･g-1 DW)
Control 4.93 cdey 1.98 d

TDZ 0.05 5.16 cd 1.91 d
0.1 7.70 a 2.90 a
0.2 6.63 b 2.20 c
0.4 7.17 ab 2.59 b

BA 0.5 5.57 c 1.74 e
1.0 5.66 c 1.80 e
2.0 5.35 c 1.57 f
4.0 5.11 cde 1.44 g

Kinetin 0.5 3.84 f 0.80 i
1.0 4.16 ef 0.88 h
2.0 4.23 def 0.94 h
4.0 4.33 def 0.88 h

zEach treatment supplemented with 5.0 mg･L-1 IBA.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과적이지 않았다. 
세포분열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토키닌 첨가에 의한 

배양체 내 생리활성물질 함량 증가는 다양한 약용식물의 기내

배양에서 보고되었다. Zhong 등(1996)은 Panax quinquefolium 
세포배양 시 저농도 kinetin을 첨가하면 세포 내 saponin 축
적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으며, Ahn 등(2005)도 섬오갈피 

부정근 배양 시 오옥신과 함께 저농도 사이토키닌을 혼용하

여 사용할 경우 생장량과 함께 생리활성물질 함량도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든 생리활성물질이 사이토키닌 

첨가에 의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Seitz와 Hinderer(1988)
는 Haplopappus 세포배양 시 배지 내 kinetin을 첨가하여 

배양하면 세포 내 anthocyanins의 함량이 증가하지만 Populus 
세포배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포 내 anthocyanins 함량이 

감소되어 식물 종에 따라 식물생장조절물질에 의한 배양체 

내 생리활성물질의 축적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

다. 식물생장조절물질과 배양체 내 생리활성물질 축적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나 아직 정확한 기작

은 밝혀지지 않았다(Zhong 등, 1996). 일반적으로 synthetic 
phenylurea derivate의 일종인 TDZ와 N-(2-chloro-4-pyridyl)- 
N’phenylurea(CPPU)는 식물조직배양 시 부정근과 부정아 

유도에 adenin-type cytokinin의 일종인 BA와 kinetin에 비

해 작용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uettaman과 Preece, 
1993). 특히 Huettaman과 Preece(1993)은 목본류의 조직배

양 시 TDZ를 사용하면 adenin-type cytokinin에 비해 활성

이 높아 효과적으로 세포분열이 유도된다고 하여 목본류의 

일종인 섬오갈피도 저농도 TDZ 첨가에 따른 부정근의 세포 

분열율 증가로 인해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함량이 증가한 것

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

활성물질 생산에 적합한 식물생장조절물질의 종류와 농도

는 IBA 5mg･L-1
와 TDZ 0.1mg･L-1

를 혼용 처리하는 것으

로 선발하였다.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생리활성물질을 대

량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양환경의 최적화가 필요하

다(Murthy 등, 2008). 생리활성물질 생산에 영향을 주는 배

양환경에는 크게 배지 내 화학적 환경요인(식물생장조절물

질의 종류와 농도, 무기염 농도, 질소원의 비율 및 당 농도), 
배양기 내 물리적 환경요인(접종 밀도와 공기 공급량) 및 배

양체 내 생리활성물질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elicitor 처리 

등이 있다. 이에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생물반응기를 이

용한 섬오갈피의 생리활성물질을 연중 균일하게 대량생산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요인들에 대한 추가 실험들을 진행 

중이다.

초   록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생산에 적합한 MS
배지 내 오옥신(IBA, NAA, IAA)과 사이토키닌(BA, kinetin, 
TDZ)의 종류와 농도를 구명하고자 250mL 삼각플라스크를 

이용하여 5주간 액체 진탕 배양하였다. IBA 5mg･L-1 처리

구에서 생체중과 건물중이 가장 높았으며, 부정근 내 총 페

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NAA나 IAA처리구에 비해 

높았다. 오옥신과 사이토키닌의 혼용처리에 따른 부정근의 

생장은 IBA 5mg･L-1
와 TDZ 0.1mg･L-1

와의 혼용 처리구가 

IBA 단용 처리구에 비해 생체중과 건물중이 각각 1.4배와 

1.6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생장량과 생리활성물질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BA와 kinetin과의 혼용 처리는 IBA 
단용 처리와 비교해 부정근의 생장과 생리활성물질 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하여 MS 배지 내 

오옥신과 사이토키닌을 IBA 5mg･L-1
와 TDZ 0.1mg･L-1

로 

혼용 처리 할 경우 섬오갈피 부정근의 생장량과 생리활성물

질 함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 주요어 : 액체배양, 약용식물, 뿌리 형태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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