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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 (Larix kaempferi) 성숙배로부터 부정아 유도를 위한 배지농도,

 식물생장조절물질 및 에틸렌 억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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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낙엽송의 성숙배로부터 최대 부정아 유도는 LP배지에 1.0 mg/L zeatin이 첨가된 처리구(76.1%)였으며, 2 mm

이상의 신초생장을 위한 효과적인 처리구는 Litvay(LM)배지에 0.5 mg/L zeatin(75.2%)을 첨가하거나, 혹은 Quoirin &

Lepoivre(LP)배지에 2.0 mg/L zeatin(70.2%)에서 각각 나타났다. 배지의 염류함량을 반으로 줄인 부정아 유도 시험에

서는 ½LP배지에 1.0(83.3%) 혹은 2.0 mg/L(81.7%) zeatin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높은 유도율을 보였으나, 2 mm 이상

의 신초생장을 위한 효과적인 처리구는 ½LM배지에 1.0 mg/L zeatin(66.7%)에서였다. 배지의 염류함량을 반으로 줄

인 부정아 유도 시험에서는 ½LP배지에 1.0(83.3%) 혹은 2.0 mg/L(81.7%) zeatin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높은 유도율을

보였으나, 2 mm 이상의 신초생장을 위한 효과적인 처리구는 ½LM배지에 1.0 mg/L zeatin(66.7%)에서였다. 그리고

1.0 mg/L zeatin처리구에서 2주배양 후 1.0 mg/L thidiazuron(TDZ) 처리구로 2주간 배양할 때 가장 높은 52.9%의 부

정아 유도율을 보였으나 평균 부정아 유도수는 낮게 나타났다. 부정아유도를 위한 에틸렌활성제 혹은 억제제 첨가

시험에서는 최대 부정아 유도율은 1.0 mg/L zeatin+2.0 mg/L MGBG(methylglyoxal bis-[guanylhydrazone])가 첨가된 처

리구(34.6%) 였으며, 평균 최대 부정아 유도수는 1.5개를 보인 1.0 mg/L zeatin+2.0 mg/L CoCl2 처리구에서 나타났다.

Abstract: Adventitious buds were produced from the cultures of mature zygotic embryos of Larix kaempferi

with the highest frequency in Quoirin & Lepoivre (LP) medium containing 1.0 mg/L zeatin (76.1%). The

effective treatments for inducing adventitious shoots growth above 2 mm were shown in Litvay (LM) medium

with 0.5 mg/L zeatin (75.2%) or LP medium with 2.0 mg/L zeatin (70.2%), respectively. In experiment with

half strength salts medium for induction of the adventitious buds, the effective treatments were obtained from

½LP medium with 1.0 (83.3%) or 2.0 mg/L (81.7%) zeatin, respectively. However, the best adventitious shoot

growth more than 2 mm appeared in ½LM medium with 1.0 mg/L zeatin (66.7%). In experiment with half

strength salts medium for induction of the adventitious buds, the effective treatments were obtained from ½LP

medium with 1.0 (83.3%) or 2.0 mg/L (81.7%) zeatin, respectively. However, the best adventitious shoot growth

more than 2 mm appeared in ½LM medium with 1.0 mg/L zeatin (66.7%). In experiment of subsequent

treatment with various cytokinins for induction of the adventitious buds, the best one (52.9%) was obtained from

1.0 mg/L zeatin for 2weeks, and then subcultured to the medium with 1.0 mg/L thidiazuron (TDZ). The effect

of ethylene synergist or inhibitor on adventitious buds induction was examined. The highest rate (34.6%) of

adventitious buds marked from the treatments of 1.0 mg/L zeatin+2.0 mg/L MGBG (methylglyoxal bis-

[guanylhydrazone]). And the highest no. of adventitious buds(1.5/explant) was shown in the medium with 1.0

mg/L zeatin+2.0 mg/L CoC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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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수한 형질을 지닌 임목을 선발한 후 그로부터 차대를

생산하고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임목육종 연구 전략은 선발육

종으로서 우수한 형질의 수형목 간 인공교배를 하거나, 선

발된 수형목 간 자연수분으로 양친의 좋은 형질을 지닌

종자 생산이 가능한 채종원을 조성하여 개량된 종자를 생

산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접삽목과 같은 영양번식 기술

도 개발하여 왔는데(Morgenstern, 1987), 그 중 삽목방법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삽목 시 이용되는

삽수는 모수의 연령이 높아질 경우 발근율은 현저히 감소

하거나 클론에 따라 발근율의 큰 차이를 보여 규모가 있는

발근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으나, 그 대안으로 배

배양(embryo culture)과 같은 조직배양을 이용하는 것으로

우량개체 대량번식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침

엽수종의 증식에는 주로 종자배 혹은 발아묘의 자엽과 같

은 유시성(juvenility)이 높은 조직을 주로 이용된다. 

Larch종의 부정아유도에 관한 첫 연구는 Bonga and

McInnis(1983)가 Larix laricina의 발아체 자엽 및 하배축

을 배양하여 부정아를 유도한 이후로 L. decidua의 발아체

자엽 및 하배축(Karnosky and Diner, 1984) 또는 종자배

의 자엽 및 하배축으로부터 부정아 유도 및 식물체 재분

화(Diner et al., 1986)가 보고되어 부정아 유도를 위한 배

양기술을 확립하였다. 낙엽송(Larix kaempferi)의 부정아

유도 연구는 Bonga and Pond(1991)가 30년생 낙엽송 성

숙목의 신초원기에서 부정아를 유도하였다. 

에틸렌(ethylene)은 기체상태의 식물생장조절물질 하나

이며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장과 발생을 촉진하거나 억제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Biddington, 1992). 그러나

낙엽송의 기관유도를 위한 에틸렌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

는 아직 없으나 여러 종류의 초본류 기관형성에 관한 연

구보고는 몇 편이 있다. 그중 Palmer(1992)는 Brassica

campestris의 종자 발아묘로부터 신초유도 시 에틸렌생성

억제제인 AgNO
3
를

 
30 및 60 µM 첨가하여 줄기분화 등

의 기관형성에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침엽수

종인 Picea glauca의 배발생조직 생장(Kumar et al.,

1989)과 체세포배 유도(Kong and Yeung, 1994)는 에틸

렌억제제 첨가로 저해를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Pinus pinaster의 체세포배 성숙 또한 억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Bercetche and Pâques, 1995). 그러나 Picea pungens

에서는 에틸렌생성 억제제인 AgNO
3
 첨가 시 오히려 배

발생조직 유도가 억제되어 도리어 에틸렌생성이 필요함

을 보고 하기도 하였다(Afele and Preveen, 1995). 따라

서 에틸렌은 수종 및 조직종류에 따라 조직배양과 같은

미세환경 내에서는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배배양을 통한 낙엽송 우수개체 증식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LM 및 LP의 2종의 배양배

지의 염류농도 및 식물생장조절물질 농도 및 종류를 달리

첨가한 배지에 종자배를 배양하여 부정아 유도를 위한 보

다 효과적인 처리구를 구명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싸이

토키닌 및 에틸렌생성 혹은 억제제를 첨가한 배지에 성숙

접합배로부터 부정아 유도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처리구

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낙엽송 접합배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낙엽송 클론 채종원에서 채취한 성숙종자로부터 분리하여

이용하였다. 채취한 종자는 사용 때까지 4oC에서 보관하였

으며, 종자 멸균은 30% H
2
O

2 
용액에 30분간 담근 후 멸균

증류수로 1회 세척하였고, 그 후 10% NaClO용액에 30분간

진탕한 다음 다시 1회 세척하였다. 그 후 1.0% HgCl
2 
용액

에 20분간 처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멸균증류수로 5회 세

척 후 배양하였다. 종자는 종피를 제거한 후 배유조직(female

gametophyte)은 버리고 접합배만을 분리하였으며 배양배지

면에 평행으로 접하도록 하여 배양하였다.

1) 배지, cytokinin종류 및 농도 조합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부정아 유도 비교에 사용된 배지는 LM(Litvay et al.,

1985) (Duchefa, Netherlands) 및 LP(Quoirin and Lepoivre,

1977) (Sigma, USA) 2종류의 배지를 이용하였고, 각각의

배지에 3% sucrose, 0.3% gelrite(Sigma, USA)를 공통

적으로 첨가하였다. 식물생장조절물질은 BAP(Sigma,

USA), kinetin(Sigma, USA) 및 zeatin(Sigma, USA) 을

0.5, 1.0, 2.0 mg/L 등의 3농도로 첨가하였고(Table 1),

Thidiazuron(TDZ) (Duchefa, USA)는 0.01, 0.05 및 0.1

mg/L 농도로 첨가하였다. 배지는 pH 5.7로 조정하였고

BAP 및 kinetin은 배지 열소독하기 전에 첨가하였으며,

TDZ 및 zeatin는 1회용 필터(0.2 µm, Whatman, USA)를

이용해 필터링 후 열소독이 끝난 다음 배지온도가 45oC

정도로 식었을 때 따로 첨가하였다. 배양은 25±1oC, 16/

8시간의 광주기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식물생장조절물질

처리구마다 성숙배를 20개씩, 3반복으로 각 처리구당 총

60개를 배양하였고, 배양 4주 후 식물생장조절물질이 없

는 동일조성의 새로운 배지로 계대 배양하였다. 총 배양

8주 후에는 배지, 식물생장조절물질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부정아 유도율 및 2 mm이상의 신초생장 처리구 등을 조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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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류농도 조절배지 및 zeatin 농도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염류의 양을 볜½로 줄인 ½LM 및 ½LP의 2종류의 배

지에 3% sucrose, 0.3% gelrite를 공통적으로 첨가하였으며,

식물생장조절물질은 zeatin을 0.5, 1.0 및 2.0 mg/L 등의 3농

도로 첨가하였다(Table 1). 배양조건은 25±1oC, 16/8시간의

광주기하에서 배양하였고, 식물생장조절물질 처리구별로

성숙배를 20개씩, 3반복으로 각 처리구당 총 60개씩 배양

하였다. 총 배양 4주 후 배지, zeatin 농도에 따른 부정아 유

도 및 신초생장 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3) Cytokinin의 교체배양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½LP배지에 3% sucrose, 0.3% gelrite을 기본배지로 하

였고 식물생장조절물질은 첫 2주동안 1.0 mg/L zeatin이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 후 BA 등 4종류의 cytokinin이 첨

가된 배지로 옮겨 2주 더 배양하였다(Table 2). 배양조건

은 25±1oC, 16/8시간의 광주기하에서 배양하였고, 식물생

장조절물질 처리구별로 성숙배를 20개씩, 3반복으로 각

처리구당 총 60개를 배양하였으며, 배양 4주 후 zeatin에

서 다른 종류의 cytokinin류 처리에 따른 부정아 유도 및

신초생장 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4) 에틸렌 생성 및 억제제물 첨가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LP배지에 1.0 mg/L zeatin을 첨가한 기본배지에

ethephon(2-chloroethylphosphonic acid) (Sigma, USA),

ACC(1-aminocyclopropane-1-carboxylic acid) (Sigma, USA),

MGBG(methylglyoxal bis-[guanylhydrazone]) (Sigma,

USA), CoCl
2
(Sigma, USA), STS(silver thiosulfate) 및

AgNO
3
(Sigma, USA) 등을 배지 열소독 후 필터여과로

멸균된 각각의 용액을 각 처리구에 2.0 mg/L 농도로 첨

가하였다. STS 용액은 1.0 mM silver nitrate와 1.0

mM sodium thiosulfate를 1:4 비율로 섞어서 조제하였

다. 성숙배를 처리구당 20개씩, 3반복으로 총 60개를 배

양하였으며 배양 4주 후 처리구에 따른 부정아 유도율

및 평균 부정아수 등을 조사하였다. 

2. 발근 및 식물체 재분화

증식된 신초로부터 발근유도는 신초길이가 5 cm 이상

되는 것을 선발 후 ½LM+0.2 mg/L IBA+1.0% sucrose

등으로 조성된 배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발근 후 전체 식

물체의 길이가 7~8 cm정도 되면 perlite: peatmoss:

vermiculite(1:1:1)의 배양토로 이식한 다음 투명한 비닐을

덮고 그 위로 투명 아크릴판을 덮은 후 25±1oC 조건의 배

양실(16시간 광주기)내에서 4주간 순화시켰다. 그리고 순

화기간 동안에는 매일 한차례씩 스프레이를 이용해 관수

하였고, 4주 후에는 아크릴판을 서서히 열어 외부 환경에

노출시켰으며 총 8주 순화처리 후에는 온실로 옮겨 경화

묘로 육성시켰다. 

결과 및 고찰

1. 배지, cytokinin종류 및 농도 조합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Table 1은 낙엽송 성숙종자배로부터 부정아유도를 위한

배양배지, cytokinin 종류 및 농도효과를 조사하였는바 LM

Table 1.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adventitious bud formation and shoot growth on LM medium from mature zygotic

embryos in L. kaempferi.

Medium 
Plant growth regulators (mg/L)  Adventitious bud 

(%±S.E.)y

Shoot growth(%)

BAP zeatin  kinetin IAA   TDZz  <2 mm  >2 mm

 LM 0.5 02.1±1.95cx 100 0

1.0 10.9±0.2ab 100 0

2.0 11.7±1.7ab 100 0

 0.5 06.7±1.7bc 25 75.2

1.0 13.3±1.7ab 37.5 62.5

2.0 12.9±1.5ab 37.5 62.5

 0.5 0.05 14.7±1.8ab 100 0

1.0 0.05 20.1±5.8a 92.3 7.7

2.0 0.05 16.4±3.9a 100 0

0.01 15.6±2.9ab 100 0

0.05 11.9±1.7ab 100 0

0.1 01.7±1.7c 100 0
 zThidiazuron
 y(No. of explants forming bud/total no. of cultured explants)×100
 x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determined by an analysis of variance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r>F:
0.0021, F value: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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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의 경우 1.0 mg/L kinetin+0.05 mg/L IAA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20.1%의 부정아 유도율을 보였으며, 2.0 mg/L

kinetin+0.05 mg/L IAA처리구에서도 16.4%의 비교적 높

은 유도율을 보였다. 그러나 kinetin 1.0, 2.0 mg/L 농도간

의 유도율은 통계적 유의성(Pr>F: 0.0021, F value: 4.04)

은 인정되지 않아 농도 간 효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BAP 및 zeatin의 1.0-2.0 mg/L BAP 및 zeatin 첨가시 통

계적 유의성을 보여 그 효과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TDZ 첨가의 경우 0.1 mg/L 농도에서는 1.7%의 가장

저조한 유도율을 보여 부정아 유도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0.01 혹은 0.05 mg/L 처리구에서는 다른 처리구와 유사한

부정아 유도율을 보였다(Table 1). 2 mm이상의 신초유도

는 0.5-2.0 mg/L zeatin처리구에서 62.5-75%까지 가장 효

과적이었으나 BAP 및 TDZ의 모든 처리구에서는 거의 2

mm이하의 신초유도만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zeatin처리구

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P배지(Table 2) 경우 LM배지와는 달리 1.0 mg/L

zeatin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유도율(76%)을 보였으며, 또

한 0.5-2.0 mg/L zeatin의 모든 처리구에서 60-76%의 높

은 유도율을 보였고 또한 다른 cytokinin처리구와 통계적

유의성(Pr>F: 0.0289, F value: 2.51)이 인정되어 zeatin이

가장 효과적인 식물생장조절물질로 나타났다. 2 mm 이상

의 신초 유도율 비교에서는 2.0 mg/L zeatin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유도율인 70.2%를 보였고, zeatin 전 처리구에

서 52.6-70.2%로 나타나 부정아 유도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zeatin첨가로 최대 부정아

유도율을 보인 Thuja occidentalis(Harry et al., 1987),

Pinus halepensis(Lambardi et al., 1993) 및 Picea

glauca(Ellis et al., 1991) 등과 유사하나 대부분 침엽수종

의 경우 BAP첨가 로 가장 높은 유도율을 보고하고 있어

(Harry et al., 1995) 수종에 따라 최적 식물생장조절물질

의 종류 및 농도의 차이를 보인다. Larch수종의 경우 L.

occidentalis에서는 2.0 mg/L BAP가 효과적이었고(Chesick

et al., 1990), L. decidua에서는 절편체당 부정아 유도 수

또한 1.0 mg/L BAP 첨가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Diner et al., 1986) Larch속내의 수종별 부정아 유도를 위

한 최적 cytokinin 종류 및 농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침엽수종의 부정아 유도에 사용되는 AE(Lambardi et al.,

1991), LM(Lapp et al., 1995) 및 LP(Flygh et al., 1993) 등

여러 종류의 배지가 사용되는데 Pinus rigida(Patel et al.,

1986)의 성숙배로부터 부정아 유도의 경우 LM배지에서

단지 10%의 부정아 형성률을 보인 반면 SH배지에서는

85-90%의 높은 유도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LM배지 내의

Ca2+ 함량이 SH배지에 비해 1/10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

부정아 형성에는 고농도의 Ca2+함량이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배양1-2일 후 성숙배의 하배축 부위는 붉은색으로 바뀌

며 배양2주 후에는 유근, 하배축 및 자엽부위가 길게 신장

되고 그 위로 부정아 유도가 시작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1a). 그 후 부정아가 형성된 절편체를 식물생장조

절물질이 없는 배지로 옮겨 배양을 하면 최초 유도된 부

정아는 점차 길이생장을 지속하여 신초까지 형성이 이루

어지게 된다(Figure 1b). Zeatin이 첨가된 처리구에서는 캘

러스형성이 많았고, TDZ처리구에서는 짧은 신초형성이

특징적이었다. 유도한 부정아를 식물생장조절물질이 없는

배지로 계대배양을 하면 기존의 신초는 점차 갈변화되는

Table 2.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adventitious bud formation and shoot growth on LP medium from mature zygotic
embryos in L. kaempferi.

 Medium 
Plant growth regulators (mg/L)  Adventitious bud 

(%±S.E.)z

Shoot growth(%) 

BAP zeatin kinetin   IAA  TDZ <2 mm >2 mm

 LP 0.5 40.5±2.95dy 83.3 17.7

1.0 58.3±6.0abcd 97.1 2.9

2.0 52.6±5.1bcd 90.0 10.4

0.5 60.4±6.1abcd 43.6 56.4

1.0 76.1±11.3a 47.4 52.6

2.0 61.4±4.5abc 29.8 70.2

0.5 0.05 50.9±2.2bcd 93.1 6.9

1.0 0.05 45.8±7.4cd 100 0

2.0 0.05 54.2±2.1bcd 96.2 3.8

0.01 52.9±6.8bcd 85.2 14.8

0.05 68.4±8.0ab 97.4 2.6

0.1 54.5±3.8bcd 100 0

z(No. of explants forming shoot/total no. of cultured explants)×100
y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determined by an analysis of variance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r>F:
0.0021, F value: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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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고, 갈변화된 자엽중앙에는 녹색을 띈 dome

모양의 부정아원기 형성이 새로이 이루어졌다. 

2. 염류농도 조절배지 및 zeatin 농도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Table 3은 배지의 염류량을 반으로 줄인 2종류의 배지

(½LM 및 ½LP)에 0.5-2.0 mg/L zeatin을 첨가 시 부정아

유도율 및 유도된 신초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

로 ½LP배지에 1.0 mg/L zeatin 첨가구에서 가장 높은

83.3%의 유도율을 보였으며, 2.0 mg/L 농도에서도 81.7%

의 높은 유도율을 보여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½LM배지

의 경우 zeatin 농도와는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유도율

(60~65%)을 보였고 ½LP배지보다는 다소 부정아 유도효

과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Table 3). 그러나 ×1 LM배지(결

과 미제시)와 비교 시 ½LM배지의 경우 동일 zeatin 농도

에서 약 5배 이상의 높은 부정아 유도율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LM배지 내에 고농도로 함유된 NH
4
NO

3
를 절반으로

줄여 NH
4

+ 독성이 감소되어 부정아 유도에 유리한 것으

로 추측된다. ½LP배지(결과 미제시)의 경우 또한 ×1 LP

배지와 비교할 때 1.0 및 2.0 mg/L zeatin 처리구에서 부

정아 유도율이 다소 증가함을 보여 배지의 염류농도에 따

라 부정아 유도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2

mm 이상의 신초유도율 비교에서는 ½LM배지에 1.0 mg/

L zeatin첨가구에서 66.7%의 최대 수치를 보였으나 2.0

mg/L에서는 58.3%로 다소 감소하였다(Table 3). ½LP배지

의 경우 2 mm 이상의 신초유도율은 0.5 mg/L zeatin 처

리구에서 51.3%로 가장 높았으나 고농도일수록 감소하였

고 전체적으로 ½LM배지보다는 유도율이 낮게 나타났다. 

Figure 1. The induction of adventitious bud from mature zygotic embryos and plant regeneration in L. kaempferi. a,

Adventitious shoot buds arising from the cultured embryo surface. b, Further elongated adventitious buds after 4 weeks on

induction medium containing zeatin and 4 more weeks on hormone-free LM medium. c, Adventitious roots induced from an
isolated shoot. d, The whole acclimatized plants regenerated from embryo culture.

Table 3. Effect of half strength salt of media and plant growth

regulators on adventitious bud formation and shoot growth

from mature zygotic embryos in L. kaempferi. 

Medium
Plant growth 

regulator
(mg/L)

 Adventitious 
buds

 (%±S.E.)

 Shoot growth (%)

 <2 mm >2 mm

½ LM

0.5 zeatin 63.3±7.2abz  52.6  47.4

1.0 zeatin 65.0±5.8ab  33.3  66.7

2.0 zeatin 60.0±7.6ab  41.7  58.3

½ LP

0.5 zeatin 65.0±7.6ab  48.7  51.3

1.0 zeatin 83.3±8.8a  56.9  43.1

2.0 zeatin 81.7±7.2a  57.1  42.9

 z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deter-
mined by an analysis of variance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r>F: 0.3652, F valu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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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ja occidentalis(Harry et al., 1987)수종의 부정아 유

도는 ½LP배지가 효과적이었고, Pinus contorta의 경우

¼LP 배지가 부정아 유도에 보다 효과적이었지만 부정아

유도 수는 ½LP배지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Flygh et al., 1993). 또한 ×2농도 배지의 경우 Pinus

contorta 성숙종자배의 생존율이 가장 저조하였고(von

Arnold and Eriksson, 1981), ~½LP 배지농도에서는 부

정아 유도율이 증가하다가 배지여류 농도를 2배로 증가시

킬 경우 그 유도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어(Patel

and Thorpe, 1984) 배지 내 염류농도에 따라 기관형성 반

응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Cytokinin의 교체배양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Table 4는 1.0 mg/L zeatin이 첨가된 ½LP배지에서 2주

배양한 후 BAP 등 다른 네 종류의 cytokinin으로 옮겼을

경우 부정아 유도효과를 조사한 것으로서 최대 부정아 유

도율은 1.0 mg/L zeatin 처리구에서 2주배양 후 1.0 mg/L

TDZ 처리구에서 2주 배양하였을 때 가장 높은 부정아 유

도율(52.9%)을 보였지만, 2.0 mg/L 2iP 처리구 또한

51.4%의 높은 유도율을 보여 TDZ처리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평균 부정아 유도수 비교에서는 2.0 mg/L

BAP에서 2.6개로 가장 높았으며, kinetin처리구(2.4개)와

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2iP 및 TDZ의 처리구와는

유의성(Pr>F:0.0176, F value:6.2)이 인정되어 차이를 보였

다. 2 mm 이상 길이의 shoot를 유도한 처리구는 1.0 mg/

L zeatin→2.0 mg/L 2iP로 옮긴 처리구에서 83.3%으로

가장 높았고, 1.0 mg/L TDZ 또한 78.4%로 효과적이었다

(Table 4). Pinus canariensis의 경우 2.0 mg/L zeatin에서

2.0 mg/L BAP로 옮겼을 때 보다는 2.0 mg/L BAP에서

연속배양이 부정아 유도율 및 평균 부정아 유도 수 등이

더욱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Pulido et al., 1994), Pinus

roxburghii(Muriithi et al., 1993)에서는 2.0 mg/L BAP에

서 2.0 mg/L BAP 혹은 2.0 mg/L zeatin으로 옮겼을 때

부정아 유도율 및 평균 부정아 유도 효과가 비슷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4. 에틸렌 생성 및 억제제 첨가에 따른 부정아 유도 효과

기체형의 식물생장조절물질인 에틸렌은 조직배양 시 생

장과 분화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Table 5는 부정아 유도 시 에틸렌생성 화합물

(ethephon, ACC) 및 에틸렌생성 억제화합물(MGBG, Co+,

silver thiosulfate, AgNO
3
) 첨가효과를 비교하였는데, 2.0

mg/L MGBG첨가 시 34.6%의 가장 높은 부정아 유도율을

보였으나, zeatin만 첨가된 대조구에서도 32.6%의 유도율

을 보여 두 처리구 간 통계적 유의성(Pr>F: 0.4405, F

value: 1.04)은 인정되지 않아 부정아 유도 시 에틸렌 억제

화합물의 첨가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정아

유도 수 또한 전체 처리구에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

통계적 유의성(Pr>F: 0.3838, F value: 1.15)이 인정되지

않아 에틸렌 생성 혹은 억제제 첨가효과는 없었다(Table

5). Brassica campestris의 발아묘로부터 shoot유도 시

AgNO
3
를

 
30 및 80 µM 첨가하여 shoot분화의 뚜렷한 증

가를 보였으며, 그리고 30 µM CoCl
2
 첨가 시에도 자엽

shoot분화율의 증가를 보여 기관형성에 효과적임을 보고

하고 있다(Palmer, 1992). 또한 Helianthus annus 자엽배

양의 경우 10~25 µM AgNO
3
를

 
첨가하여 모든 품종에서

Table 4. Effect of 1.0 mg/L zeatin treatment for 2 weeks
culture and other cytokinins treatment for 2 weeks on

adventitious bud formation and shoot growth from mature

zygotic embryos in L. kaempfer.

Treatments
(mg/L)

 Adventitious 
buds

 (%±S.E.)

 Mean no.
of  buds
(χ±S.E.)

 Shoot growth(%)

<2 mm   >2 mm

zeatin 1.0, 2 weeks

↓
BAP 2.0, 2 weeks 

21.4±3.2cz 2.6±0.4ay  86.7  13.3

zeatin 1.0, 2 weeks

↓
kinetin 2.0, 2 weeks

35.7±2.8b 2.4±0.3a  44.0  56.0

zeatin 1.0, 2 weeks

↓
2ip 2.0, 2 weeks

51.4±9.6a 1.4±0.2b  16.7  83.3 

zeatin 1.0, 2 weeks

↓
TDZ 1.0, 2 weeks

52.9±8.1a 1.3±0.1b  21.6  78.4

z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deter-
mined by an analysis of variance with Duncan's mutiple range test.
Pr>F: 0.0305, F value: 5.01
yPr>F: 0.0176, F value: 6.2

Table 5. Effect of ethylene releasing or inhibiting compounds
on adventitious bud formation from mature zygotic embryos

in L. kaempferi.

 Treatments
 (mg/L)

 Adventitious buds
 (%±S.E.)

 Mean no. of 
 buds (χ±S.E.)

1.0 zeatin 32.6±6.2az 1.4±0.2ay

1.0 zeatin + 2.0 Ethephonx 20.8±3.8b 1.1±0.1a

1.0 zeatin + 2.0 ACCw 20.4±5.9b 1.1±0.2a

1.0 zeatin + 2.0 MGBGv 34.6±9.9a 1.0±0.1a

1.0 zeatin + 2.0 Co+ (CoCl2) 28.6±6.5b 1.5±0.1a

1.0 zeatin + 2.0 STSu 20.8±4.2b 1.3±0.1a

1.0 zeatin + 2.0 AgNO3 18.8±6.6bc 1.2±0.3a

z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deter-
mined by an analysis of variance with Duncan's mutiple range test.
Pr>F: 0.4405, F value: 1.04
yPr>F: 0.3838, F value: 1.15
x2-chloroethylphosphonic acid
w1-aminocyclopropane-1-carboxylic acid
vmethylglyoxal bis-[guanylhydrazone]
usilver thio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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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체 생산이 촉진되었고, 20 µM CoCl
2
 첨가로 줄기분

화율이 증가되어 에틸렌 억제화합물이 식물 기관발생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Zel et al., 1988). 임목의 체

세포배 연구의 경우 Coffea canephora(Hatanaka et al.,

1995) 및 Picea glauca(Kong and Yeung, 1994)의 체세포

배 유도 시 AgNO
3 
및

 
CoCl

2
를

 
첨가하여 뚜렷한 체세포배

형성이 억제된 반면 당근 체세포배 발생시에는 10~20 µM

AgNO
3 
첨가로 체세포배 수가 2배 증가되어 에틸렌 억제

제의 상반된 효과를 보고(Roustan et al., 1990)하고 있다.

5. 발근 및 식물체 재분화 

부정아에서 생장된 신초를 발근배지(½LM+0.2 mg/L

IBA+1.0% sucrose)로 옮겨 발근유도(Figure 1c) 한 다음

식물체가 7~8 cm 정도 길이로 생장하게 되면 perlite:

peatmoss: vermiculite(1:1:1)의 인공토로 이식한 후 투명

한 비닐과 아크릴판을 덮은 후 25±1oC 조건의 배양실(16

시간 광주기)내에서 4주간 순화시켰다. 그리고 매일 한차

례씩 스프레이를 이용해 관수하였고, 4주 후에는 아크릴

뚜껑을 서서히 열어 외부 환경에 완전히 적응시켰으며, 순

화 8주 후에는 온실로 옮겨 경화묘(Figure 1d) 로 육성시

켰다. 

인용문헌

Afele, J.C., and Preveen, K.S. 1995. Somatic embryogenesis

in blue spruce (Picea pungens Engelmann). In: Somatic

Embryogenesis in Woody Plants, Jain S, Gupta P and New-

ton RE (eds.). Kluwer Academic Publisher, Dordrecht,

Boston and London, pp. 99-109.

Bercetche, J. and Pâques, M. 1995. Somatic embryogenesis in

maritime pine (Pinus pinaster). In: Somatic embryogene-

sis in woody plants, Jain S, Gupta P and Newton RE (eds).

Kluwer Academic Publisher, Dordrecht, Boston and Lon-

don, pp. 221-242.

Biddington, N.L. 1992. The influence of ethylene in plant tis-

sue culture. Plant Growth Regulation 11(2): 173-187.

Bonga, J.M. and McInnis, A.H. 1983. Origin and early devel-

opment of roots in plantlets derived from embryo sections of

Larix laricina in vitro. Canadian Forestry Service Research

3(1): 12-14.

Bonga, J.M. and Pond, S.E. 1991. Adventitious shoot forma-

tion in cultures of 30-year-old Larix decidua, L. leptole-

pis, L. eurolepis, and L. laricina tree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26(1): 45-51.

Chesick, E.E., Bilderback, D.E., and Blake, G.M. 1990. In vitro

multiple bud formation by 20-year-old western larch buds

and stems. HortScience 25(1): 114-116.

Diner, A.M., Strickler, A., and Karnosky, D. 1986. Initiation,

elongation and remultiplication of Larix decidua micro-

propagules. New Zealand Journal of Forestry Science 16(2):

306-318.

Ellis, D.D., Barczynska, H., McCown, B.H., and Nelson, N.

1991. A comparison of BAP, zeatin and thidiazuron for

adventitious bud formation from Picea glauca embryos and

epicotyl explant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27(3): 281-287.

Flygh, G., Gronroos, R., and von Arnold, S. 1993. Induction,

rooting, and growth capacity of adventitious shoots of

Pinus contorta. Canadian Journal Forest Research 23(9):

1907-1916.

Harry, I.S., Pulido, C.M., and Thorpe, T.A. 1995. Plantlet regener-

ation from mature embryos of Juniperus cedru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41(1): 75-78.

Harry, I.S., Thompson, M.R., Lu, C.Y., and Thorpe, T.A.

1987. In vitro plantlet formation from embryonic explants

of eastern white cedar (Thuja occidentalis L). Tree Physi-

ology 3(3): 273-283.

Hatanaka, T., Sawabe, E., Azuma, T., and Uchida, N. 1995. The

role of ethylene in somatic embryogenesis from leaf discs of

Coffea canephora. Plant Science 107(2): 199-204.

Karnosky, D.F. and Diner, A.M. 1984. Techniques for increasing

clone sizes in Larix. In: Proceeding 6th International Con-

gress Plant Tissue Cell Culture University Minnesota,

Minneapolis, p. 10.

Kong, L.S., and Yeung, E.C. 1994. Effects of ethylene and

ethylene inhibitors on white spruce somatic embryo matu-

ration. Plant Science 104(1): 71-80.

Kumar, P.P., Richard, W.I., and Thorpe, T.A. 1989. Ethylene

and carbon dioxide accumulation, and growth of cell sus-

pension cultures of Picea glauca (white spruce). Journal

of Plant Physiology 135(5): 592-596.

Lambardi, M., Sharma, K.K., and Thorpe, T.A. 1991. In vitro

regeneration of shoot buds and plantlet formation from

mature embryos of Pinus halepensis Mill. Acta Horticul-

turae 289(3): 123-124.

Lambardi, M., Sharma, K.K. and Thorpe, T.A. 1993. Optimi-

zation of in vitro bud induction and plantlet formation

from mature embryos of aleppo pine (Pinus halepensis

Mill.). In Vitro Cellular and Developmental Biology-Plant

29(4): 189-199.

Lapp, M.S., Malinek, J., and Coffey, M. 1995. Micropropaga-

tion of western white pine (Pinus monticola) starting with

mature embryos. Plant Cell Reports 15(3-4): 264-267.

Litvay, J.D., Verma, D.C., and Johnson, M.A. 1985. Influence of

a loblolly pine (Pinus taeda L.) culture medim and its

components on growth and somatic embryogenesis of the

wild carrot (Darcus carota L.). Plant Cell Reports 4(6):

325-328.

Morgenstern, E.K. 1987. Methods for rooting of larch cuttings

and application in clonal selection. Forest Chronicle 63(3):

174-178.

Muriithi, W.T., Harry, L.S., Yeung, E.C., and Thorpe, T.A. 1993.

Plantlet regeneration in chir pine (Pinus roxburghii Sarg.):



낙엽송 (Larix kaempferi) 성숙배로부터 부정아 유도를 위한 배지농도, 식물생장조절물질 및 에틸렌 억제제 효과 79

morphogenesis and histology. Forest Ecology Management

57(1-4): 141-160.

Palmer, C.E. 1992. Enhanced shoot regeneration from Bras-

sica campestris by silver nitrate. Plant Cell Reports 11(11):

541-545.

Patel, K.R. and Thorpe, T.A. 1984. In vitro differentiation of

plantlets from embryonic explants of lodgepole pine (Pinus

contorta Dougl. ex Loud.).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3(2): 131-142.

Patel, K.R., Kim, H.R., and Thorpe, T.A. 1986. Plantlet for-

mation in pitch pine (Pinus rigida Mill.) by tissue cul-

ture methods. Forest Ecology Management 15(2): 147-

160.

Pulido, C.M., Harry, I.S., and Thorpe, T.A. 1994. Effect of

various bud induction treatments on elongation and root-

ing of adventitious shoots of Canary Island pine (Pinus

canariensi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39(3):

225-230.

Quoirin, M. and Lepoivre, P. 1977. E’tude de milleux adates

aux cultures in vitro de Prunus. Acta Horticulturae 78: 439-

432.

Roustan, J.P., Latche, A., and Fallot, J. 1990. Control of car-

rot somatic embryogenesis by AgNO3, an inhibitor of ethyl-

ene action: effect on arginine decarboxylase activity. Plant

Science 67(1): 89-95.

von Arnold, S. and Eriksson, T. 1981. In vitro studies of

adventitious shoot formation in Pinus contorta. Canadian

Journal of Botany 59(5): 870-874.

Zel, J., Gogala, N., and Camloh, M. 1988. Micropropagation

of Pinus sylvestris. 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14(3): 169-175.

(2013년 12월 9일 접수; 2014년 2월 25일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