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 Turfgrass Sci. 25(2):184~189, 2011

pISSN 1229-3253

Research Articles

184

The Turfgrass Society of Korea

Asian Journal of Turfgrass Science

금잔디 포복경으로부터 식물체 재분화에 있어서

식물생장조절물질과 배지첨가물질의 영향

김경희1·김용구1·허성현1·배은지2·이광수2·박남창2·이병현1
*

1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BK21) 동물생명과학과 ,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and Medium Supplements

on Plant Regeneration from Stolon of Zoysia matrella Merr

Kyung-Hee Kim1, Yong-Goo Kim1, Sung Hyun Heo1, Eun-Ji Bae2, Kwang-Soo Lee2, 

Nam-Chang Park2, and Byung-Hyun Lee1*
1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BK21 program), IAL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2Southern Forest Research Center,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Jinju 600-300, Korea

ABSTRACT. To optimize tissue culture conditions for genetic transformation of Zoysia matrella (L.) Merr.,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fferent plant growth regulators and medium supplements on plant regeneration using

stolon explants excised from mature plant grown in a green house. Plant regeneration frequency was 33.3% when

stolon tissues with a node were cultured on the regeneration medium supplemented with 0.5 mg/L 2,4-D and 1 mg/L

of kinetin. Comparing the basal media tested, MS medium showed higher plant regeneration performance than N6 or

SH medium. Addition of 5 mg/L AgNO3 with 10 mg/L cysteine improved frequency of plant regeneration up to

40%. Among different carbon sources, 3% sucrose was found to show the best for regeneration frequency. This rapid

and efficient plant regeneration system would be useful for using genetic transformation experiments of manilagrass

without intervening callus-mediated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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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잔디는 화본과 다년생 지피식물로 토양보존과 공해방지,

경관보호, 조경, 방목초지 및 레저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전, 1987; 김, 1996; Watson et al., 1992). 또한 잔

디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골프

장, 운동장, 조경, 공원 및 스포츠용 등으로 그 이용범위

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잔디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잔디 관련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Lee et al., 2004; Sun et al., 2010).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한국잔디류(Zoysia spp.)는 난

지형 잔디로 다른 난지형 잔디에 비하여 환경적응성이 높

으며, 초장이 짧아서 예초에 강하며 심근성이어서 내한성,

내서성이 강하며, 조직이 강하여 내답압성 등이 강하고 병

에 대한 내성도 강하여 관리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Davis, 1956; Turgeon, 1991). 그러나 종자의 발아율이 매

우 낮고 질감이 거칠며 지면을 피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초 후 신초가 다시 자라는 회복속

도가 느리며, 서양잔디에 비해 잎의 녹색도가 연하고 음

지와 같은 환경스트레스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한 10월 중순부터 휴면기에 들어가 겨울철 휴면기간이 길

고 녹색 유지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로 매우 짧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Choi et al., 2008). 따라서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잔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다양한 식재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잔디의 육종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잔디의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통육종법은 물론

분자육종법을 이용한 내병성, 내충성, 내재해성, 제초제

저항성, 내음지성 및 녹기 연장 등과 같은 다양한 형질을

가진 품종 개발이 시도되어 왔다(Toyama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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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et al., 2007; Hwang & Kim, 2009; Sun et al.,

2010). 지금까지 잔디에 대한 분자육종연구는 Agrobacterium

이나 유전자총을 이용하여 미성숙 배 또는 성숙종자 유래

캘러스 조직에 유전자 형질전환을 시도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져 왔다(Al-Khayri et al., 1989; Asano, 1989; Park et

al., 1994; Noh et al., 1995; Inokuma et al., 1996;

Inokumal et al., 1998; Park & Ahn, 1998; Bae et al.,

2001; Rim et al., 2001; Toyama et al., 2003; Lee et al.,

2004; Ge et al., 2006; Zhang et al., 2007). 그러나 이와같

은 조직들은 다루기가 까다롭고 장기간의 배양시간을 요

구하는 등의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종자의

경우 유전자형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된 종자

유래 캘러스의 종류에 따라 형질전환효율과 재현성에 있

어서 차이가 크고 형질전환체 생산에 6~9개월의 장기간의

배양기간을 요구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Toyama et al.,

2003; Sun et al., 2010). 반면에 잔디의 영양체 기관에 직

접 유전자를 도입한 후 식물체를 재분화시켜 형질전환체

를 선발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잔디가 가지는 포복경조직에 직접 유전자를

도입한 후 식물체를 재분화시켜 형질전환체를 획득하게

되면 유전적으로도 완전히 동일하면서 도입유전자를 가지

는 형질전환체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잔디 포

복경을 이용한 형질전환에 관한 연구로는 Ge et al. (2006)

등이 한국잔디(Z. japonica)의 포복경을 이용한 Agrobacterium

형질전환체계를 확립하였으나, 아직까지는 형질전환 효율

이 매우 낮고, 배양 조직절편체의 오염 제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Ge et al., 2006; Sun et al., 2010). 

금잔디는 엽질이 들잔디보다 섬세하고 밀도가 높으며,

뗏장 형성능력도 강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

한성이 약하여 중부이북지방에서 재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내한성 금잔디의 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잔디 품종(종) 중에 하나인 금

잔디(Zoysia matrella)에 있어서 포복경으로부터 식물체를

재분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재분화시스템을 확립함으

로써 차후 유용유전자 도입에 의한 신품종 형질전환 잔디

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및 생육조건

식물재료로는 금잔디를 이용하였다. 식물체는 16시간 광

조건 및 8시간 암조건 주기로, 26oC에서 생장시켰다. 금잔

디로부터 식물체 재분화를 위한 포복경 표면 소독은 Kim

et al. (1997)의 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금

잔디로부터 2~3 cm 정도의 포복경을 절취 후 멸균수로 세

척하고 70% 에탄올로 1차 표면소독을 3분간 실시한 후에

0.1% HgCl2로 20분간 2차 소독을 실시한후 멸균수로 3~5

회 이상 반복하여 세척을 하였다. 소독된 포복경은 식물

체 재분화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Ge et al. (2006)

의 방법에 준하여 각 마디의 중간을 절단한 뒤 마디로부

터 약 0.5 cm 정도의 크기로 마디사이를 절단하여 사용하

였다. 각 처리구 마다 60개의 절편체를 배양하였으며 3반

복으로 실시하였다.

식물생장조절물질의 배양효과

포복경으로 부터 적정 생장조절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배지로는 MS배지(Murashige & Skoog,

1962)를 사용하였다. 식물체 재분화시의 생장조절제의 종

류와 농도에 따른 재분화 효율을 조사하기 위한 생장조절

물질로는 오옥신류로서 2,4-D (2,4-dichloro phenoxy acetic

acid), dicamba (3,6-dichloro-o-anisic acid) 및 NAA (a-

naphthaleneacetic acid)와 사이토키닌류로는 BA (6-

benzyladenine) 및 kinetin (N6-furfuryladenine)을 단용 또는

혼용하여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배지에 살균된 포복

경을 치상한 다음, 24±2oC의 생장실에서 16시간 광/8시간

암 조건으로 4주간 배양하여 각각의 처리구에서 형성된

신초를 재분화된 개체로 조사하였다. 

기본배지 및 첨가물질에 따른 배양효과

금잔디의 포복경으로 부터 식물체 재분화에 미치는 기

본배지의 종류에 따른 배양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0.5 mg/

L 2,4-D, 1 mg/L Kinetin, 3% sucrose 및 0.8% Agar-Agar

가 각각 첨가된 MS배지, N6배지(Chu et al., 1975) 및 SH

배지(Schenk & Hildebrandt, 1972)에 살균된 포복경을 치

상하여 4주간 배양한 후 각각의 배지에서 형성된 신초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배지첨가물질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

하여 AgNO3 (silver nitrate) 및 L-cysteine을 각각 MS 배

지를 기본으로 하는 재분화배지(0.5 mg/L 2,4-D, 1 mg/L

Kinetin, 3% sucrose and 0.8% Agar-Agar)에 농도별로 첨

가하여 첨가물질에 따른 배양효과를 조사하였다. 

탄소원 종류에 따른 배양효과

식물체 재분화 배지에 금잔디 포복경 배양의 탄소에너

지원으로 첨가되는 당의 종류별 배양효과를 조사하기 위

하여 MS 배지를 기본으로 하는 재분화배지(0.5 mg/L 2,4-

D, 1 mg/L Kinetin, 5 mg/L AgNO3, 10 mg/L cysteine and

0.8% Agar-Agar)에 sucrose, maltose 및 glucose을 각각 1,

2, 3% 농도로 배지에 첨가하여 배양한 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식물체 재분화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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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식물 생장조절물질의 배양효과

금잔디의 포복경 배양에 있어서 식물체 재분화 배지에

첨가되는 생장조절물질의 종류와 적정농도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살균된 포복경을 2,4-D, dicamba 및 NAA

가 각각 0~5 mg/L의 농도로 첨가된 식물체 재분화배지에

서 4주간 배양한 후 식물체 재분화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 포복경으로 부터 재분화 신초 형성율은 0.5 mg/L 2,4-

D 또는 0.5 mg/L dicamba 단용처리구가 20% 이상으로 NAA

처리구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0.5 mg/L 2,4-D 처리구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또한 가장 좋은 신

초 형성율을 보였던 0.5 mg/L 2,4-D 처리구에 있어서 사

이토키닌류와 혼용처리 했을 때의 재분화효율을 조사해

보았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물체 재분화에는

0.5 mg/L 2,4-D와 1 mg/L kinetin 혼용처리구가 신초 형성

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A 처리구 경우 모

든 처리구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잔

디의 식물체 재분화에 있어서 2,4-D와 kinetin의 첨가가 다

른 종류의 auxin과 cytokinin의 첨가에 비해 식물체 재분

화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Z. japonica의 성숙종자

배양(Rim et al., 2001) 및 포복경(Ge et al., 2006) 배양 등

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본배지 및 첨가물질에 따른 배양효과

금잔디의 포복경으로부터 식물체 재분화에 미치는 기본

배지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MS, N6 및

SH 기본배지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초 형성율은 3종류의 기본배지 중 MS배지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6와 SH배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화본과 잔디

류의 성숙종자 배양(Han et al., 1996; Inokuma et al., 1996;

Lee et al., 2004) 및 미성숙화서 (Poeaim et al., 2005) 배

양 등에서 MS 배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금잔디의 포복경 배양에 있어서 AgNO3 (silver nitrate)와

Table 1. Effect of auxin on plant regeneration from Zoysia
matrella. stolons were cultured in MS basal medium
supplemented 30 g/L sucrose and 0.8% agar for 4 weeks.

Growth 
regulators 

(mg/L)

No. of 
stolon 
tested

No. of 
plant 

regenerated

Plant 
regeneration 

rate (%)a

2,4-D

0 60 0.0 0

0.5 60 15.7 26.1±1.0 

1 60 10.7 17.8±4.2 

3 60 9.0 15.0±3.3 

5 60 9.0 15.0±1.7 

Dicamb
a

0 60 0.0 0

0.5 60 14.7 24.4±2.5 

1 60 9.0 15.0±1.7 

3 60 8.0 13.3±1.7 

5 60 5.3 8.9±2.5 

NAA

0 60 0.0 0

0.5 60 8.3 13.9±5.1 

1 60 7.7 12.8±3.5 

3 60 5.3 8.9±4.8 

5 60 5.3 8.9±2.5 

a Mean± 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three replicates

Table 2. Effect of cytokinins with 2,4-D on plant regeneration
from Zoysia matrella. stolons were cultured in MS basal
medium supplemented with 0.5 mg/L 2,4-D, 30 g/L sucrose
and 0.8% agar for 4 weeks.

Growth 
regulators 

(mg/L)

No. of stolon
tested 

No. of plant
regenerated

Plant
regeneration 

rate (%) a

BA

0 60 14.7 24.4±1.0 

0.5 60 9.7 16.1±2.5 

1 60 8.0 13.3±3.3 

3 60 11.3 18.9±3.8 

5 60 5.0 8.3±5.0 

Kinetin

0 60 15.0 25.0±2.9 

0.5 60 15.3 25.6±1.0 

1 60 20.0 33.3±1.7 

3 60 13.0 21.7±2.9 

5 60 10.0 16.7±8.3 

a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three replicates

Table 3. Effect of basal medium on plant regeneration from
stolon of Zoysia matrella. stolons were cultured in different
basal medium containing 0.5 mg/L 2,4-D, 1 mg/L Kinetin,

30 g/L sucrose and 0.8% agar for 4 weeks.

Medium a
No. of 

stolon tested

No. of 
plant

regenerated

Plant 
regeneration 

rate (%) a

MS 60 20.7 34.4±1.0 

N6 60 18.0 30.0±1.7 

SH 60 13.3 22.2±2.5 

a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thre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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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eine의 첨가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분화 효율이 우

수했던 배지조성을 이용하여 재분화 효율을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식물체 재분화 배지에 5 mg/L

AgNO3 첨가해 준 경우 무첨가구에 비해 식물체 재분화율

이 2% 이상 증가하였다(Table 4). 또한 5 mg/L AgNO3와

10 mg/L cysteine을 동시에 첨가해 준 경우 식물체 재분화

율이 40%로서 AgNO3 단용처리구에 비해 더 높은 재분화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식물체의

재분화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ethylene의 생리활성을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진 AgNO3 (Eapan & Goeorge, 1997)와

항산화물질로 작용하여 세포사멸을 방지하여 재분화능을

높이는 cysteine (Enriquez-Obregon et al., 1999)의 첨가로

배양 효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며, 옥수수

(Songstad et al., 1988), 조(Vikrant & Rashid, 2002), 오차

드그래스(Lee et al., 2005) 및 톨페스큐(Lee et al., 2006)

등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탄소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른 배양효율

금잔디의 포복경으로부터 식물체 재분화 배지에 에너지

원으로 첨가되는 탄소원의 종류에 따른 배양효과를 조사

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재분화 배지에 3% sucrose를 첨

가했을 때 40.6%로 가장 높은 재분화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보다 낮은 첨가구에서는 낮은 재분화율을 나타내었다.

Maltose와 glucose의 경우 전체적으로 sucrose에 비해 낮

은 재분화율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glucose의 경우 전체적

으로 가장 낮은 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지에 첨

가되는 탄소원의 종류에 따라 재분화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탄소에너지원

은 기내배양 된 식물의 에너지원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삼투압 조절을 통한 세포와 조직, 기관의 생장 및 잎과 뿌

리 등의 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Karhu, 1997),

sucrose는 식물의 조직배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탄소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다(Fuentes et al., 2000). 

본 실험을 통하여 생장조절물질과 배지첨가물질의 종류

Table 4. Effect of antinecrotic compounds on plant
regeneration from Zoysia matrella. Stolons were cultured in
MS basal medium supplemented with 0.5 mg/L 2,4-D, 30 g/L
sucrose and 0.8% agar for 4 weeks.

Antinecrotic
Compounds  (mg/L)

No. of 
stolon 
tested

No. of 
plant 

regenerated

Plant 
regeneration 

rate (%) a

None 60 21.3 35.6±1.9 

AgNO3

5 60 22.7 37.8±1.9 

10 60 18.3 30.6±5.9 

Cysteine
5 60 22.0 36.7±1.7 

10 60 13.3 22.2±2.5 

AgNO3 5 + Cysteine 10 60 24.0 40.0±1.7 

a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three replicates.

Table 5. Effect of different carbon sources on plant
regeneration from Zoysia matrella. stolons were cultured in MS
basal medium supplemented with 0.5 mg/L 2,4-D, 5 mg/L

AgNO3, 10 mg/L Cysteine and 0.8% agar for 4 weeks.

Carbon sources 
(%)

No. of 
stolontested

No. of plant 
regenerated

Plant regeneration 
rate (%) a

Sucrose

1 60 19.3 32.2±1.9 

2 60 22.0 36.7±4.4 

3 60 24.3 40.6 ±2.5 

Maltose

1 60 17.7 29.4±3.5 

2 60 19.3 32.2±4.2 

3 60 20.3 33.9±1.0 

Glucose

1 60 15.3 25.6±1.0 

2 60 16.7 27.8±4.2 

3 60 17.0 28.3±3.3 

a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three replicates.

Fig. 1. Plant regeneration from stolon of manillagrass. A:
Stolen tissues, B: Culture of stolons on regeneration medium,
C: Green shoots induced from stolon cultured on the plant
regeneration medium, D: Plantlets cultured in the rooting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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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농도 등의 최적의 조건을 확립함으로서 포복경으로부

터 높은 재분화 효율을 나타내는 효율적인 재분화체계를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재분화체계를 통하여 금

잔디 포복경을 재분화배지에서 4주 배양한 결과 신초가

형성 되었으며, 재분화된 신초는 1/2 MS로 구성된 rooting

배지에서 배양하여 완전한 식물체로 분화시킨 후 pot에 이

식하여 재배할 수 있었다(Fig. 1). 본 연구에서 확립된 효

율적인 식물체 재분화 체계는 유전자 형질전환기술을 활

용하게 되면 육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유전자형

이 모본과 동일하면서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를 도

입한 형질전환 신품종 잔디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금잔디(Zoysia matrella (L.) Merr.)의 포복경 조직으로부

터 식물체 재분화를 위한 최적 조직배양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실에서 재배한 식물체의 포복경 절편체로부터

식물체 재분화에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조사하였다. 포

복경 조직으로부터 식물체 재분화에 있어서 기본배지로는

MS배지가 N6배지나 SH배지에 비해 높은 효율을 보였으

며, 배지에 첨가되는 식물생장조절물질로는 0.5 mg/L 2,4-

D와 1 mg/L of kinetin을 첨가했을 때 33.3%로 가장 높은

재분화율을 보였다. 또한 배지에 첨가되는 탄소원 종류로

는 sucrose를 3% (v/v) 농도로 첨가해 주었을 때 재분화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재분화배지에 첨가되는 항산화물질

로는 5 mg/L AgNO3와 10 mg/L cysteine을 동시에 첨가해

주었을 때 40%의 가장 높은 식물체 재분화 효율을 나타

내어 재분화효율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한

금잔디의 포복경 재분화 시스템은 캘러스 배양기간 없이

단기간 내에 재분화 식물체를 높은 효율로 얻을 수 있음

으로써 유전자 형질전환을 통한 잔디의 분자육종에 있어

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금잔디, 포복경, 식물체 재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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