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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희귀수종 시로미(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K. Koch.)의 기내증식 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당년생 신초

를 재료로 증식에 미치는 배지염류, 싸이토키닌 효과와 기내발근에 미치는 배지 및 오옥신의 효과를 시험하였다. 액

아 마디로부터의 줄기 유도는 WPM 배지가 MS 배지보다 양호한 반응을 나타냈다. WPM 배지의 염류농도에 따른

줄기유도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본배지에서 비교적 건전한 줄기가 유도되었다. 다경 유도에는 zeatin이 BA보

다 효과적인 반면에 줄기 생장은 BA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식된 줄기로부터 기내 발근은 1/2MS 배지보

다는 WPM 배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mg/L IBA 처리 시 가장 높은 발근율을 보였다. 발근묘는 인공

배양토에서 4 주후 93% 이상이 활착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희귀종 시로미의 기내배양을 통한 증식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bstact: In order to develop an efficient micropropagation system for a rare tree species, 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K. Koch, the effect of medium salt, cytokinins and auxin at different concentration were evaluated.

Shoot induction from axillary bud was better on WPM medium than on MS medium.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bserved in shoot induction among the salt strengths of WPM medium, whereas healthy

shoots were developed on basal WPM medium. In comparison of the cytokinins affecting shoot proliferation,

zeatin was better than BA, whereas BA exhibited more effectiveness on shoot elongation. In vitro root formation

was better on WPM medium than on 1/2MS medium and achieved the highest rooting rate when 5.0 mg/L IBA

treatment. 93% of rooted plantlets were survived on artificial soil mixture after 4 weeks of acclimatization.

Above results suggest that a rare tree species, E. nigrum var. japonicum can be micropropagated via axillary

bud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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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로미(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K. Koch)는

상록소관목(높이 10~20 cm)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과 백두산의 정상부근에서 자생하고 러시아(캄차카, 사할

린 등) 및 일본(홋카이도, 혼슈)에서도 주로 산 정상부근

(해발 1,700~2,000 m)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한다(Kong and

Watts, 1993). 시로미는 지면을 기면서 자라는 특징이 있

고(Figure 1A) 열매는 8~9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이창

복, 1993). 약용 및 관상용으로 이용되는데 민간에서는

방광염, 임질, 소화, 구토 등의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

다(김태정, 1996).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이 수종은 최근 들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석우 등,

1997). 그 주된 이유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

로 고지대까지 벼과식물인 제주조릿대(Sasa boreallis

(Hack.) Makino)가 극양수인 시로미와 경쟁관계에 이른 것

으로 보고 있다. 또한 등산로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개체

들은 등산객의 답압에 의한 피해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석우 등, 1997). 이러한 시로미는 산림청에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지정하였다(중부임업시험장, 1997).

국내에서 시로미에 대한 연구로는 유전적 다양성에 관

한 연구(이석우 등, 1997; 최형순 등, 2004)가 이루어 졌으

며, 최근에는 삽목 증식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김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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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6). 그러나 이 수종은 자생지에서 멸종위기 수종으

로 보호되고 있어 증식에 필요한 삽수의 채취가 어렵고

또한 종자의 결실율이 낮아 효율적인 실생번식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생지에서 생태계에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존 삽목번식법의 대안인 번식기술의 개발

이 필요한 상태이다.

조직배양 기술은 멸종위기 식물의 유용한 번식수단이

며, 또한 적은 양의 시료로 장기간의 보존이 가능한 효과

적인 현지외 보존(ex situ conservation) 방법이다(Sanjaya

et al., 2006; Faisal et al., 2007; Kartsonas and Papafotiou,

2007). 국내에서도 몇 종류의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기내

증식 기술개발과 현지외 보존 방법이 발표되고(문흥규 등,

1997, 1999; 문흥규와 박소영, 2008; 한무석 등, 2004) 있

으나 아직까지 효율적인 시로미의 기내번식 기술은 보고

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멸종위기에 처한 시로미의 조직배

양 기술개발을 통해 사라져 가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기

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자생지 복원의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시도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재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

림연구소 구내 시험포지에서 증식 중인 시로미의 당년생

신초지를 사용하였다. 2004년 6월 중순경 신초지를 채취

하여 3~4 cm 크기로 잘랐다. 절편체는 500 삼각후라스크

에 넣고 tween 20액을 몇 방울 넣어 충분히 거품을 낸 다

음 수돗물로 수회 씻어내고 다시 흐르는 수돗물로 3시간

씻어내었다. 다음 무균상내에서 70% 에탄올에 1분, 0.1%

HgCl
2
로 10분 동안 흔들며 표면살균하고 멸균수로 4~5회

세척하였다.

2. 줄기 유도

표면살균 후 약해를 받은 부위는 제거하고 절편을 1.5

정도로 조제한 후 0.8% agar에 3% sucrose만을 넣은

water agar 배지에 치상하였다. 배양 2주 후 오염이 되지

않은 절편체를 MS 배지(Murashige and Skoog, 1962) 및

WPM 배지(Lloyd and McCown, 1981)에 BA가 첨가된

배지에서 4주간 배양하였다. 오염이 않된 줄기는 WPM 기

본배지에서 계속 계대 배양하여 본 실험의 재료로 이용하

였다. 

3. 줄기증식에 미치는 무기염 농도 및 싸이토키닌의 효과

줄기증식에 미치는 무기염 농도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

하여 WPM 배지 염류농도를 1/3, 1/2, 1 및 2배로 조절하

고 0.2 mg/L BA를 첨가하였다. 절편은 액아 마디를 약

1.5 cm 내외의 길이로 치상하여 5주간 배양한 다음 증식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증식에 미치는 싸이토키닌의 효

과를 구명코자 WPM 배지에 BA와 zeatin을 각각 농도별

(0, 0.5, 1.0, 2.0, 5.0 mg/L)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

였다(Table 2). 절편은 처리 당 10점씩 치상하여 3반복으

로 하였다. 배지는 150×30 mm의 유리시험관에 8 mL씩

분주하여 121oC에서 15간 고압멸균 후 사용하였다. 배양

조건은 1일 16시간 조명(40 µmol m−2 s−1), 25±2oC로 유

지되는 배양실에서 배양하였다. 5 주간 배양 후 줄기 길이

가 0.5 cm 이상 자란 것을 정상 줄기로 조사하고 그 길이

를 측정하였다.

4. 기내 발근 유도

길이 2.0 cm 이상 자란 건전한 시로미 줄기를 발근용 재

료로 사용하였다. 발근에 미치는 배지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MS 배지의 염류농도를 1/2로 반감시킨 1/2MS 배

지와 WPM 배지를 사용하였다. IBA (3-indolebutyric acid)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1/2MS 및 WPM 배지에 농도별

(0, 0.2 0.5 및 1.0 mg/L)로 처리하여 6주간 배양하였다.

발근 유도는 처리 당 10점씩 3 반복을 두었다. 발근된 식

물체의 기외순화는 문흥규 등(199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내 발근된 어린 식물체는 수돗물로 한천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인공배양토(peatmoss : perlite : vermiculite = 1 : 1

: 1, v/v/v)로 옮겨주었다. 배양조건은 1일 16시간 조명(40

µmol m−2 s−1) 되고 온도가 25±2oC로 유지되는 배양실에서

4주간 공중습도를 조절하며 순화하여 포트 묘로 육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줄기유도

절편체를 MS 및 WPM 배지에 BA 농도별(0, 0.5, 1.0

mg/L)로 처리하여 5주간 배양하였다. 액아로부터 줄기의

형성은 절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배양 1~2주

사이에 줄기가 유도되었다. 줄기생장 또한 절편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었으나 BA 농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배지에 따른 줄기 생장은 WPM 배지가 MS 배지보다 양

호하여 대략 1.6배의 생장 차이를 보였다 (결과 미제시).

그러나 절편 당 유도된 줄기 수는 처리 호르몬의 농도 및

배지에 따른 차이 없이 대체로 1개의 줄기가 유도되었다.

일반적으로 활엽수종을 배양할 때 싸이토키닌류로 BA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BA는 정아의 생장을 억제시켜 액

아로부터 줄기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orge, 1996). 그러나 시로미의 초대배양시 BA를 처리

하여 다경줄기를 유도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경

미 등(2005)이 팔손이의 액아배양에서 초대배양 시 BA처

리로 다경줄기를 유도하지 못했고, 문흥규 등(2002)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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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액아배양에서 초대배양시 싸이토키닌의 처리로 다

경줄기를 유도하지 못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시로미

액아로부터 줄기형성은 배지 간에도 차이는 없었지만 줄

기생장은 WPM 배지가 MS 배지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줄기증식에 미치는 무기염 농도 및 싸이토키닌의 효과

액아로부터 줄기형성에 미치는 무기염 농도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WPM 배지 농도를 1/3, 1/2, 1 및 2배로

달리하고 0.2 mg/L BA를 첨가하였다. 4주간 배양한 결과

신초 수가 1/3WPM 배지에서 1.3개 형성된 반면에 1/2, 1

및 2WPM 배지에서는 2개 내외로 형성되었다. 줄기생장

은 1/3, 1/2WPM 배지에서 7 mm 생장을 보인 반면에 1

배 WPM 또는 높은 2배 WPM 배지에서는 절편 당 평균

13 mm 생장하였다(Table 1). 한편 무기염 농도가 2배

WPM 배지에서는 정아 부분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난 반면

에 기본배지인 1배 WPM 배지에서는 줄기가 정상적인 생

장을 하였다. 따라서 시로미 증식에는 무기염 농도를 가

감하지 않은 기본배지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A

와 zeatin의 농도별 처리에서 액아줄기의 생장은 BA 처리

가 zeatin 처리 보다 다소 양호하였으며, 1.0 mg/L BA 처

리시 절편 당 평균 10.0 mm의 생장을 보였다(Figure 1B).

그러나 BA의 농도에 따른 뚜렷한 생장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한편 다경 줄기 유도에 있어서는 BA 처

리 시 절편 당 평균 1.5개, zeatin 처리 시에는 절편 당 평

균 2~2.7개가 유도되어 zeatin 처리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 같은 결과는 호르몬 무처리 보다 대

략 1.6배의 증식효과가 있는 결과이다(Table 2, Figure 1C).

식물의 기내증식은 싸이토키닌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

으며 일부 식물에서는 BA의 처리가 주효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Cuenca et al., 1999; Hammatt and Evans,

1985). 문흥규 등(1999)과 한무석 등(2004)은 미선나무와

피뿌리풀의 기내배양 시 다경 유도에는 BA가 효과적인

반면에 줄기생장에 있어서는 zeatin이 효과적이라고 하였

Table 1. Effect of WPM medium salt concentrations on shoot

proliferation of E. nigrum var. japonicum K. Koch.

Medium 
strengtha

 Mean shoots
/explant

Shoot length
(mm)

 1/3 1.3az 07.0 ± 3.0a 

1/2 2.2b 07.0 ± 3.0a 

1 2.0b 13.0 ± 6.0b 

2 2.2b 13.0 ± 4.0b

aEach medium supplemented with 0.2 mg/L BA, 3% sucrose and
0.3% gelrite.
zDu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ure 1. Micropropagation of a rare tree species, 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K. Koch via axillary bud culture. A, E.
nigrum var. japonicum K. Koch growing in the field; B, Shoots induced from bottom part of the explants by BA treatment; C,

Multiple shoots induced from bottom part of the explants by zeatin treatment; D, In vitro rooting of microshoots in hormone

free media; E, In vitro rooting of microshoots by IBA treatment; F, Acclimatized plantlets in the greenhouse.

Table 2. Effect of cytokinins on axillary shoot proliferation of

E. nigrum var. japonicum K. Koch.

Cytokinins 
(mg/L)

 Shoot length
(mm)

Mean shoots
/explant

 BA 0 
0.5

08.9 ± 2.8abcz

09.8 ± 1.9ab
1.70cz

1.95bc

1.0 10.1 ± 3.1a 2.00bc

2.0 09.7 ± 2.7ab 1.61c

5.0 09.1 ± 2.3abc 1.56c

Zeatin 0.5 09.3 ± 2.9abc 1.95bc

1.0 08.4 ± 1.9abc 2.74a

2.0 08.2 ± 1.5bc 2.6ab 

5.0 07.8 ± 1.9c 2.5ab 

Each medium (WPM) was supplemented with 3% sucrose and
0.3% gelrite.
zMean±standard deviation. Du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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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시로미의 결과는 상이하였는데 이

는 기내배양 시 식물 종에 따른 싸이토키닌의 효과가 서

로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은주 등(1997)은 유프라티

카 포플러의 기내증식에 미치는 5종류의 싸이토키닌 비교

시험에서 기내증식에는 zeatin이 다소 효과적임을 보고하

였다.

3. 발근에 미치는 배지 및 오옥신의 효과

MS 배지의 염류농도를 1/2로 반감시킨 1/2MS 배지와

WPM 배지에 IBA를 농도별(0, 0.5, 1.0, 2.0, 5.0 mg/L)로

처리하여 6주간 배양하여 발근을 유도하였다. 배양 2주 후

부터 발근이 시작되었다. IBA 무처리의 WPM 기본배지

에서 기부에 전혀 캘러스를 형성하지 않고 줄기에서 직접

발근이 되었으나 발근율은 3.3%로 매우 낮았다(Figure 1D,

Figure 2). 반면 IBA free 1/2MS 기본배지에서는 전혀 발

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2MS 배지에서 IBA의 농도변

화에 따라 0~20%의 낮은 발근율을 보였다. 그러나 WPM

배지에서는 IBA의 농도에 따라 3.3~53.3%의 발근율을 보

여 IBA 저농도에서 보다 고농도에서 높은 발근율을 보였

으며 1/2MS 배지보다는 WPM 배지에서 발근율이 높았다

(Figure 2). 따라서 시로미의 발근에는 1/2MS 배지보다는

WPM 배지에 고농도의 IBA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미선나무와 하늘타리의 기내발근에서는 배

지의 종류에 따라 발근율이 2~3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문흥규 등, 1999; 황성진과 황백, 2001) 이

같은 결과는 식물 종에 따라 배지의 요구도가 다름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시로미는 WPM 배지에서 고농도의 5.0 mg/L IBA에서

발근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50% 이상 발근,

Figure 2) 시로미의 기내발근에는 IBA를 고농도로 처리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내식물체의 발근은 저농도의 오옥신 처

리가 요구되지만(Pattnaik and Chand, 1997; Boggetti et

al., 1999; 문흥규 등, 1999) 시로미는 고농도 IBA 처리에

서 발근되어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Al-

Wasel(2000)는 Acacia seyal의 기내발근에서 비교적 고농

도인 4.0 mg/L IBA에서 80% 이상의 높은 발근율을 얻었

으며, 또한 Arya 등(1999)도 Dendrocalamus asper의 기

내줄기에 12.0 mg/L IBA 처리로 높은 발근율(98% 이상)

을 얻은바 있다. 이상의 결과는 식물종류에 따라 그리고

배지 및 처리 오옥신의 농도에 따라 기내발근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기내발근에는 흔히 절편 기부의 절단면에서 캘

러스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흥규 등, 1999;

황성진과 황백, 2001; 안지영 등, 2006). 시로미는 IBA

free 배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오옥신이 처리된 1/2MS 배지와 WPM 배지 모두 IBA

의 농도 증가에 따라 일부 개체의 절편기부에서 캘러스

가 관찰되었으나 대부분은 배지와의 접촉면에서 캘러

스를 형성하였다. 발근된 개체들 대부분이 배지 속으로

발근된 것이 아니라 기부절단면의 캘러스 부위 위쪽에

서 발근 되거나 절편에 따라서는 캘러스 부위에서 발근

되는 것도 관찰되었다(Figure 1E). 이러한 발근상태에

대한 원인규명의 예비실험에 따르면 시로미는 줄기에

후벽세포가 잘 발달하여 발근원기가 후벽세포층을 뚫

고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리며, 배지 속에서는 산소부

족 등 발근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부 위쪽의 줄기로부터

발근이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국립산림과학원 미

발표 자료) 이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한

편 발근율은 절편체, 배지의 종류 및 IBA의 농도에 따

라 차이가 컸으며 뿌리는 세근의 형태로 1~30개 까지

관찰되었다.

시로미의 기내 발근율은 본 실험에서 최고 53%로 비교

적 낮게 나타나 앞으로 좀더 발근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발근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외삽목이 대

안이 될 수도 있다. 김홍림 등(2006)은 시로미의 삽목실험

에서 500 mg/L NAA 처리로 75%까지 발근율을 얻었다.

그러나 발근처리 기간이 5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삽수

관리가 어려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기내 증

식된 줄기를 재료로 기외삽목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4. 포트 묘 육성

발근된 식물체는 세 가지의 혼합된 인공배양토에 이식

하여 포트 묘를 육성하였다. 배양실에서 4 주간 순화하였

을 때 93% 이상의 활착되었다(Figure 1F). 이상의 결과는

시로미의 조직배양을 통한 기내증식 가능성을 보여준 것

으로 앞으로 기외삽목 방법으로 발근율을 좀더 제고시키

고 포트 묘를 자생지에 이식하여 자생지 복원의 가능성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Figure 2. Comparison of the rooting rate by the two different

medium with IB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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