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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얼리’와 ‘탐나라’ 포도의 꽃과 소포자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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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ity of cultivated varieties of grape have perfect flowers that are clustered in an individual inflorescence. 

Grape flower has a single pistil, five stamens, a protective flower cap (calyptra), and a calyx. After fertilization, an individual 

flower develops into a single berry.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reported studies focusing on berry formation, berry enlargement, 

and sugar accumulation in grape, the morphological studies of flower, including gametophyte morphogenesis and structural change 

in floral organs, have not yet been studied in detail.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flower structure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grape using microscopy and defined the floral development stages 9 to 13 based on microspore or male gametophyte development 

stage from tetrad to mature pollen. We used seeded diploid table grapes ‘Campbell Early’ (Vitis labruscana) and ‘Tamnara’ (V. 

spp.) as plant materials. At floral development stage 9, pollen mother cells develop to tetrads. During floral development stages 

10 to 11, unicellular microspore develop to mid bicellular pollen. At the end of floral stage 12, male gametophyte develops 

to mature tricelluar pollen. In floral stage 13, the flower cap falls off and flower bud opens. During floral development stages 

9 to 12, there were no major changes in calyx length, whereas the length of the flower cap continuously increased. The flower 

cap-to-calyx length ratio was 2.0, 3.0, 4.5, and 6.5 at floral stages 9, 10, 11, and 12, respectively. The flower cap-to-calyx length 

ratio was consistent in the two grape cultivars, suggesting that the ratio is a morphological character representing floral development 

stage.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termining floral development stage of the two grape cultivars. It will be useful 

for the determination of optimum time for microspore culture needed to generate doubled haploid lines and appropriate gibberellic 

acid treatment needed to induce parthenocarpic fruit development in ‘Tamnara’ g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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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거의 모든 포도 품종은 생식능

력이 있는 수 기관(male organ)과 암 기관(female organ)을 모

두 가진 꽃을 피운다. 포도 꽃은 5개의 수술, 1개의 암술, 

5개의 꽃잎(petal)이 융합된 구조인 화관(flower cap; calyptra), 

그리고 융합된 형태의 꽃받침(calyx) 구조를 가진다(Dokoozlian, 

2000). 포도의 꽃 발달에 대한 연구는 꽃 발달을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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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조직 정체성 유전자(meristem identity genes)나 꽃기관 

정체성 유전자(floral organ identity genes)와 관련하여 MADS- 

box 도메인을 갖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

으나(Boss et al., 2002; Fernandezl et al., 2013; Poupin et 

al., 2007) 꽃 발달과 관련된 해부학적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포도의 잠아(latent bud) 출현을 0단계로 하고 화관

이 떨어지기 직전의 꽃봉오리까지를 11단계로 나눈 보고가 

있다(Srinivasan and Mullins, 1981). 이 연구에서는 화서에

서 꽃받침이 발달하는 시기를 9단계, 화관이 출현하는 시기

를 10단계, 개약 직전의 꽃봉오리를 갖는 시기를 11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화관 출현부터 개화직전의 발달 단계를 두 

단계로만 구분하였다. 포도 꽃 내부의 소포자(microspore) 

또는 수 배우체(male gametophyte)의 발달은 ‘Pinot noir’와 

‘Gerwurztraminer’의 두 품종을 대상으로 특정 발달 단계에

서 보고된 바 있다(Lebon et al., 2008). 

포도나무의 발달 단계는 전체 나무 발달을 47단계로 나눈 

‘수정된 E-L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는데(Coombe, 1995), ‘Pinot 

noir’와 ‘Gerwurztraminer’의 두 품종에서는 ‘수정된  E-L 시

스템’ 12단계에서 소포자를 형성할 포자성 조직(sporogenous 

tissue)이, ‘수정된 E-L 시스템’ 21단계에서는 성숙한 화분

(mature pollen)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E-L 시스템’ 

15-17단계에서의 두 품종은 소포자 또는 화분의 발달 단계

가 달랐다. 그러나 이 보고에서는 꽃밥(anther)의 절편을 이

용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소포자 또는 화분을 관찰하였기 때

문에 소포자 내 핵(nucleus)이나 액포(vacuole)의 존재, 생식

핵(generative nucleus), 영양핵(vegetative nucleus)을 구분할 

수 없었다. 한편 ‘Loureiro’ 품종의 경우 다양한 현미경을 사

용하여 화분립의 외관, 꽃밥 내 화분발달, 화분 내 생식핵과 

영양핵의 구분, 화분의 활력(viability), 화분관의 신장 등이 

보고되었다(Abreu et al., 2006). 그러나 현재까지 포도 꽃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거나 포도 꽃 발달 단계에 따른 소포

자 또는 수배우체의 상세 구조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 

완전화(perfect flower)를 갖는 식물 중에서 꽃 구조와 꽃 

발달 과정이 잘 연구된 예는 애기장대가 있다. 애기장대의 

꽃은 꽃받침 4장, 꽃잎 4장, 수술 6개, 암술 1개로 이루어져 

있다. 꽃 발달은 꽃 원기(flower primodia)가 출현하는 시기

부터 종자가 떨어질 때 까지를 20단계로 구분한다(Bowman 

et al., 1991; Müller, 1961; Smyth et al., 1990). 특히 개화시

기인 13단계 이전의 꽃 발달 시기가 특히 잘 연구되어 있다. 

꽃 발달의 지표로는 꽃 기관의 상대적인 길이, 구조나 색 

변화 등을 사용한다. 꽃 발달 단계에 따른 배우체의 발달도 

잘 보고되어 있는데, 비교적 분석이 쉬운 소포자 또는 수 

배우체의 경우, 꽃 발달 단계에 따른 화분 발달과 수술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잘 알려져 있다. 즉 꽃 발달 9단계에

서는 화분모세포(pollen mother cell; microspore mother cell) 

부터 4분포자(tetrad)까지 분포하고 꽃 발달 10단계에서는 

단세포성 소포자(unicellular microspore)가, 꽃 발달 11단계

부터 12단계까지는 2번의 유사분열이 일어나 3세포성 화분

(tricellular pollen)이 만들어진다(Bowman et al., 1991; Regan 

and Moffatt, 1990; Borg et al., 2009). 수 배우체에서의 많은 

돌연변이체 연구는 화분 발달이나 꽃 발달 단계에 대한 상세

한 연구의 토대 위에 수행되었다(Berger and Twell, 2011; Twell, 

2011). 그러나 애기장대의 꽃 발달 단계를 포도 꽃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두 종의 꽃 구조나 특징이 달라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도 ‘캠벨얼리(Vitis laruscana)’와 ‘탐나

라(V. spp.; Park et al., 2004)’ 품종의 꽃 발달 단계를 결정하

기 위하여 비교적 발달 단계 측정이 용이한 소포자 또는 수 

배우체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고, 소포자 또는 수 배우체 발

달 단계가 동일한 꽃에서 공통적인 형태적 특징을 찾고자 했

다. 포도 꽃의 발달 단계 구분은 애기장대를 기준으로 수 배

우체의 발달이 시작되는 꽃봉오리(flower bud)부터 화관이 

탈락하는 시기까지만 세분화하였다. 또한 포도 화방(rachis)

을 구성하는 개별적 꽃의 외형적인 특징을 보고 꽃 발달 단

계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캠벨얼리’와 ‘탐나라’ 품종의 세분화된 꽃 발달 기준이 필

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시험재료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비가림 시

설이 설치된 포장에서 재배 중인 유핵포도 ‘캠벨얼리’와 ‘탐

나라’를 사용하였다. 실험재료의 채취는 2013년 여름과 2014

년 여름,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포도의 소포자 또는 수 배우체 발달 단계 조사

소포자 또는 수 배우체 발달 단계를 조사하기 위해 화관

이 탈락하기 이전의 꽃봉오리로부터 꽃밥을 분리하였다. 소

포자 또는 수 배우체 발달 정도에 따라 꽃밥을 잘게 찢거나 

꽃밥 안쪽 조직에서 화분을 긁어낸 후 화분을 슬라이드 글

라스에 얇게 펼쳐 염색하였다. 핵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 DAPI 



Kor. J. Hort. Sci. Technol. 33(3), June 2015422

Fig. 1. Microspore formation and male gametophyte development in ‘Tamnara’. The nuclei of developing microspores were 
stained with DAPI and were examined under the fluorescence microscope (A-H) and under the light microscope (J-K). Before 
tetrad stage (A, B, J, K); tetrad stage (C, L); unicellular microspore stage (D, M); polarized microspore stage (E, N); early 
bicellular pollen stage (F, O); mid bicellular pollen stage (G, P); late bicellular pollen stage (H, Q); tricellular mature pollen 
stage (I, R). GCN, generative cell nucleus; SC, sperm cell; VA, vacuole; VCN, vegetative cell nucleus. Scale bars = 20 µm.

(4',6-diamidino-2-phenylindole; Sigma, USA) staining solution 

(0.1 M sodium phosphate, pH 7, 1mM EDTA, 0.1% Triton 

X-100, 0.5µg･mL
-1

 DAPI)을 처리하였다. 화분의 전반적인 

형태와 핵 발달 상태는 광학과 형광 조건에서 각각 현미경

(BX53F-32S, Olympus, Japan)으로 관찰하였다. 

포도의 꽃 발달 단계 조사

포도 꽃봉오리와 꽃의 형태적 특징은 해부현미경(Stemi 

SV11, ZEISS, Germany)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4800,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

다. 포도 꽃의 발달 단계는 애기장대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포도 꽃에서 소포자발생(microsporogenesis) 부터 화관이 탈

락하는 시기에 한정하여 결정하였다. 시험재료인 두 품종 

‘캠벨얼리’와 ‘탐나라’의 꽃 발달 단계를 기술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하고자 각 꽃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꽃봉오리에서 

꽃 기관별 길이와 폭 등을 측정하였다. 정확한 기관의 길이 

측정을 위해 각 꽃봉오리는 1% agar 배지에 올려두고 해부

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각 기관의 길이를 ImageJ 프로그램

(1.47v,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또한 꽃 발달 단계 동안 각 기관의 색깔과 형태도 조사하

였다. 형태분석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꽃봉오리를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두 품종 ‘캠벨얼리’와 ‘탐나라’의 기관별 

길이와 크기에 대한 측정값과 분산에 대한 차이는 T-test와 

F-test로 검정하였다. 

결  과

포도의 소포자 형성과 수 배우체 발달 단계

포도에서 꽃 발달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수 배

우체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였다(Fig. 1). 그 결과, 생식세포

로의 분열이 개시되는 화분모세포(Fig. 1A, J), 제1 감수분열

(meiosis I)이 일어난 2핵 상태인 2분포자(Fig. 1B, K), 제2 

감수분열(meiosis II)까지 일어난 반수체인 4개의 4분포자

(Fig. 1C, L)를 관찰할 수 있었다. 4분포자는 4개의 소포자가 

각각 분리되어 하나의 핵을 가지는 단세포성 소포자(Fig. 

1D, M)와 핵과 커다란 액포를 가진 극성 소포자(polarized 

unicellular microspore)로 분화하였고(Fig. 1E, N), 이후 첫 

번째 유사분열(mitosis I)이 일어나서 불균등한 크기의 핵 2 

개를 가진 2세포성 화분(bicellular pollen)으로 분화하였다. 

2세포성 화분은 초기(Fig. 1F, O), 중기(Fig. 1G, P), 말기

(Fig. 1H, Q)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었는데, 초기는 큰 영양핵

이 중앙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생식핵이 세포

막 쪽으로 위치하여 두 핵 사이의 거리가 멀었다. 중기에는 

생식핵이 세포의 중앙으로 이동했고, 말기에는 생식핵과 영

양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

였다. 생식핵이 유사분열(mitosis II)을 하여 두 개의 정세포

(sperm cell)가 형성됨으로써 3개의 핵을 가진 3세포성 화분

(Fig. 1I, R)으로 발달하였다. 3개의 핵은 일정 간격으로 위

치하다가 성숙한 화분(muture pollen)이 되면 핵들이 중앙에 

집중되었다. 

포도의 꽃 발달 단계 결정

포도의 꽃 발달 단계는 소포자 형성과 수 배우체의 발달 

과정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애기장대의 경우 반수체인 소

포자가 출현하는 시기가 꽃 발달 9단계이고 개화하여 꽃밥

이 터지는 시기가 꽃 발달 13단계이다. 따라서 포도 꽃의 

발달 단계 결정은 애기장대의 꽃 발달 9단계부터 13단계에 

해당하는 수 배우체 발달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 꽃 발달 



임보미, 문정환, 정영민, 허윤영, 유희주 423

Fig. 2. Flowers of ‘Campbell Early’ and ‘Tamnara’ at floral stages 
9 to 12. Flowers of floral development stages 9 to 12 were 
observed un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 ‘Campbell
Early’. B, ‘Tamnara’. Photograph of intact flower buds are 
displayed at right panel. In left panel, part of cap were 
removed to examine internal structures such as a pistil and 
anthers. Scale bars = 500 µm.

A DCB

Fig. 3. Rachis morphology of ‘Tamnara’ in various developmental stages. Rachis was collected at various stages of grape development 
based on leaf numbers. The rectangle indicates the sample collection area for analyzing development of flower and microspore. 
A, rachis containing flowers at floral stage 9; B, rachis containing flowers at floral stage 10; C, rachis containing flowers 
at floral stage 11; D, rachis containing flowers at floral stage 12. Scale bars = 1 cm.

단계로 한정하였으며 특정 발달 단계의 수 배우체를 70% 

이상 갖는 애기장대의 꽃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포도

의 꽃 발달 단계를 결정하였다. 즉 4분포자가 나타나는 시기

를 꽃 발달 9단계, 단세포성 소포자와 극성 소포자가 나타나

는 시기를 꽃 발달 10단계, 초기와 중기 2세포성 화분이 나

타나는 시기를 꽃 발달 11단계, 말기 2세포성 화분과 3세포

성 화분, 성숙한 화분이 혼재하는 시기를 꽃 발달 12단계, 

화관이 떨어지고 꽃이 개화한 시기를 꽃 발달 13단계로 결

정하였다. 

‘캠벨얼리’와 ‘탐나라’의 두 품종에서 꽃 발달 단계별 꽃

봉오리를 내부구조가 보이는 상태와 외관만 보이는 상태로 

각각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Fig. 2). Table 1에는 

각 꽃 발달 단계에서 포도의 두 품종에 대한 꽃 기관의 특징

을 애기장대의 꽃 발달 단계의 특징과 함께 정리하였다. 즉 

포도의 두 품종에서 꽃의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소포자 또는 

수 배우체의 발달 단계, 꿀샘(nectary)의 출현, 암술머리의 

특징, 꽃밥 색 변화 등을 정리하였다. 꽃 발달 9단계와 10단

계의 꽃봉오리는 화방에서 화축(primary branch) 1/3상단과 

어깨송이(shoulder)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채취하였으

며, 꽃 발달 11단계 이상 되는 꽃봉오리는 화축과 어깨송이 

모두에서 상단 1/3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채취하였다. 어

깨송이란 화방의 주축(main axis)에서 돌출된 가지를 일컫

는다(Fig. 3).

꽃의 외관으로 꽃 발달 단계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를 마

련하고자 각 발달 단계별로 꽃봉오리에서 화관의 길이와 꽃

받침의 길이를 측정하였다(Fig. 4). 그 결과, 꽃받침 길이는 

꽃 발달 단계 변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화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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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grape and Arabidopsis according to floral development stage.

        Floral stage
z
 

Characteristics
Stage 9 Stage 10 Stage 11 Stage 12 Stage 13

Characteristics of grape

Development of 
microspore

Tetrad
Unicellular 
microspore

Mid bicellular 
pollen

Late bicellular
- tricellular pollen

Mature pollen

Floral organs
Stigmatic slot in 

the center
Dense & short 

papillae in stigma

Nectary starting to 
appear

Stigmatic papillae 
begin to elongate

Stigmatic slot 
closed

Fully protruding 
papillae in stigma

Color of anther Greenish ivory Yellowish green Yellowish Yellow Anther dehiscence

Ratio of ‘cap-to-calyx’ 2.0 3.0 4.5 6.5 De-capping

Characteristics of 
Arabidopsis

Development of 
microspore

y Tetrad
Unicellular 
microspore

Mid bicellular 
pollen

Tricellular pollen Mature pollen

Floral organs

Ovule primordium 
arise

Gynoecium slotted 
at top

Gynoecium 
starting to close

Filaments begin to 
elongate

Stigmatic papillae 
appear

Fully protruding 
papillae

Fleshly opened 
flower

Color of anther Green anther Green anther Green anther Yellow anther Yellow anther

General 
characteristics 
of floral organ

Pi > LS > SS > Pet Pi > LS > SS > Pet Pi ≥ LS > SS > Pet Pi > Pet > LS > SS

z
Floral stage was described by Müller (1961), Smyth et al. (1990), and Bowman et al. (1991).
y
Development of microspore was described by Regan and Moffatt (1990), and Borg et al. (2009). LS, long stamen; Pet, petal; 
Pi, pistil; SS, short stamen

Fig. 4. Measurement of cap length and calyx length in a flower 
bud. Each flower bud was laid on agar plate for accurate 
measurement. Flower buds were taken pictures, then the 
length of each part of a flower bud was measured by ImageJ 
software.

는 꽃 발달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Fig. 5). 두 품종 사

이에는 전체적인 꽃 길이, 화관, 그리고 꽃받침의 길이가 유

사하였다. 두 품종 간에 화관의 길이와 꽃받침의 평균 길이

와 분산에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T-test와 F-test를 

수행하였다. T-test(p > 0.05) 결과 각 꽃 발달 단계에서 측정

한 화관과 꽃받침의 평균 길이는 ‘캠벨얼리’와 ‘탐나라’의 

두 포도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F-test(p > 0.05) 결과 

두 포도 간에 화관과 꽃받침의 길이에 대한 분산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을 보면, 꽃 발달 9단계에서는 2.0, 꽃 발

달 10단계에서는 3.0, 꽃 발달 11단계에서는 4.5, 꽃 발달 

12단계에서는 6.5였다(Fig. 6).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을 기준으로 꽃 

발달 단계를 나누었을 때, 각 꽃 발달 단계가 특징적인 소포

자 발달 단계를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이 동일한 꽃봉오리 2개를 채취하여 소포

자 발달 단계를 조사하였다(Table 3). 꽃 발달 단계별 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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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Length of flower cap and calyx at each floral development stage of ‘Campbell Early’ (A) and ‘Tamnara’ (B). The open, 
gray, and black bars indicate length of calyx, cap, and whole flower bud, respectively. Errors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A

     

B

Fig. 6. The flower cap-to-calyx length ratio in ‘Campbell Early’ (A) and ‘Tamnara’ (B). Errors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Table 2. T-test and F-test for average length between ‘Campbell Early’ and ‘Tamnara’.

Floral stage
Stage 9 Stage 10 Stage 11 Stage 12

T-test  

Cap length 0.93 0.27 0.27 0.94

Calyx length 1.00 0.31 0.31 1.00

F-test

Cap length 0.58 0.19 0.19 0.62

Calyx length 0.09 0.41 0.41 0.31

자는 각 꽃봉오리에서 90개 이상을 관찰한 결과, 꽃 발달 

9단계에서는 4분포자의 비율이 95%, 꽃 발달 10단계에서는 

단세포성 소포자의 비율이 100%, 꽃 발달 11단계에서는 중기 

2세포성 소포자의 비율이 80%, 꽃밥이 터지지 않았던 꽃 발달 

12단계에서는 말기 2세포성 소포자의 비율이 91.7%였다. 

따라서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로 꽃 발달 

단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때 꽃 발달 단계에 따른 화분 발달 

단계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품종에서 꽃 발달 

단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

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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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velopment stage of microspore in each floral development stage of grape. 

Floral stage
Microspore 
development (%)

Stage 9 Stage 10 Stage 11 Stage 12

Before tetrad  5.0 - -

Tetrad 95.0 - - -

Unicellular - 100 - -

Early bicellular - - 12.8 -

Mid bicellular - - 80.2  3.7

Late bicellular - -  7.0 91.7

Mature - - -  4.6

Table 4. Distribution of leaf number and inflorescence in each floral development stage of grape.

Floral stage
Year

Stage 9 Stage 10 Stage 11 Stage 12

‘Campbell Early’

2013
3-leaf (1

st
)
z

4.5~6-leaf (1
st

)
7-leaf (1

st
, 2

nd
)

10~11-leaf (1
st

)
4-leaf (1

st
, 2

nd
) 8~9-leaf (1

st
)

2014 4~4.5-leaf (1
st

)
5~6-leaf (1

st
)

7~8-leaf (1
st

) 9~10-leaf (1
st

)
7-leaf (2

nd
)

‘Tamnara’

2013
3.5-leaf (1

st
)

5~6-leaf (1
st

) 7~9-leaf (1
st

) 10~11-leaf (1
st

)
4.5-leaf (1

st
, 2

nd
)

2014
4.5-leaf (1

st
)

6~6.5-leaf (1
st

) 7~9-leaf (1
st

) 9.5~10.5-leaf (1
st

)
5-leaf (1

st
, 2

nd
)

z
Inflorescence.

특정 꽃 발달 단계를 갖는 화서와 포도나무의 잎 수 

‘캠벨얼리’와 ‘탐나라’ 두 품종의 특정 꽃 발달 단계를 갖

는 화서의 특징과 이때 포도나무의 잎 수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포도의 ‘수정된 E-L 시스템’에 따르면 첫 번째 화서

를 볼 수 시기가 12단계이며, 이때 잎 수는 5번째 잎과 6번

째 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도 첫 번째 화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꽃 발달 9단

계를 갖는 화방이 출현할 때, 포도나무의 잎 수는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3-5장만을 가졌다. 꽃 발달 10단계는 

4.5-6.5장, 꽃 발달 11단계는 7-9장, 꽃 발달 12단계는 9-11

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포도 품종과 생육환경에 따라 

잎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방 내 꽃 발달 단계를 판

정할 때는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로 개별적

인 꽃 발달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된

다(Table 4).

고  찰

대부분 포도 재배종의 꽃은 수 배우체와 암 배우체를 모

두 갖는 완전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화를 갖는 포도 중 

‘캠벨얼리’와 ‘탐나라’ 두 품종의 꽃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

기 위해 비교적 분석이 용이한 소포자 또는 수 배우체 발달 

과정을 관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꽃 발달 단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 꽃 발달 단계를 외관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형태적 특징들을 조사한 결과, 화관과 꽃받침의 상대적인 

길이를 이용하면 꽃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캠벨얼리’와 ‘탐나라’의 두 

품종에서 꽃 발달 단계별 형태적 특징이 통계적으로 일치함

을 보였다. 본 연구에 쓰인 ‘탐나라’의 경우 자방친이 ‘캠벨

얼리’이기 때문에 두 품종에서 측정된 생육 지표의 유사성

은 이들 품종이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포도의 외형적인 형태적 발달과 배우체 발달은 품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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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ebon et al., 2008), 

이러한 현상이 잎 수에 근거한 ‘수정된 E-L 시스템’의 발달 

단계의 한계 때문인지, 동일한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

이의 비율’ 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포도 품종을 대상으로 많은 해부학적 연구들이 보

고되었고,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화분의 활력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지만 소포자 형성이나 수 배우체 발달에 대해 핵과 

소기관의 배열과 같은 상세한 발달 단계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비록 두 품종에서의 소포자 형성

과 수배우체 발달에 대한 보고이지만 관련 연구에 좋은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도나무의 발달 단계 측정을 위한 지표로는 1977년 Eichhorn 

and Lorenz에 의해 발표된 ‘E-L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1995년 Coombe에 의해 발표된 

‘수정된 E-L 시스템’이다. ‘수정된 E-L 시스템’ 역시 처음 

발표된 ‘E-L 시스템’처럼 포도나무의 발달을 47단계로 나누

었다. 그러나 ‘수정된 E-L 시스템’은 포도나무 전반적인 발

달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포도 화방 내의 꽃 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한 꽃 발달 단계의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포도의 소포자 배양(microspore culture)이나 

무핵 유도를 위한 개화 이전의 GA 처리 등을 위해서는 정확

한 꽃 발달 시기가 중요하다. Srinivasan and Mullins(1981)

는 화방에서 개별적인 꽃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기를 2단계로

만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꽃 발달 단계를 훨씬 세분화

하여 꽃봉오리를 꽃 발달 9단계부터 12단계의 4단계로 구분

함으로써 체계적인 꽃 발달 단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포자 배양은 단세포성 소포자 시기부터 초기 

2세포성 화분 시기에서 수행하는데(Seguí-Simarro and Nuez, 

2008),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한다면 이는 꽃 발달 10단계부터 

꽃 발달 11단계 초반에 해당한다. 또한 무핵 유도를 위한 

GA 처리는 경험적으로 꽃 피기 14일 전에 수행하는데 ‘수

정된 E-L 시스템’에 따르면 15단계에 처리한다(Jung et al., 

2014). ‘수정된 E-L 시스템’의 15단계의 잎 수는 8장이며, 

화방의 특징은 개개의 꽃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보면 이 시기는 소포자 배양 최적시기

와 유사한 꽃 발달 10단계부터 꽃 발달 11단계 초기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꽃 발달 

단계의 지표인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을 이

용한다면 ‘캠벨얼리’와 ‘탐나라’의 두 품종에서의 소포자 배

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탐나라’ 품종의 경우 무

핵화 처리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포도 꽃은 완전화로

서 개개의 꽃들이 모여 화서를 이룬다. 포도 꽃은 5개의 수

술, 1개의 암술, 5개의 꽃잎이 융합된 구조인 화관, 그리고 

융합된 형태의 꽃받침을 가지며 화방 내 각각의 꽃은 수정

하여 과립으로 발달한다. 포도에서는 과립 형성이나 과립 

비대, 당도의 축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된 반면 배우체

의 형태 형성, 꽃 기관의 구조, 그리고 꽃 발달과 같은 꽃의 

형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벨얼리’와 ‘탐나라’의 두 품종에서 꽃의 구조와 발달에 

따른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포도 꽃의 발달 단계 결정은 애

기장대에서 소포자의 형성부터 수 배우체의 발달 시기인 꽃 

발달 9단계부터 13단계로만 한정하였다. 포도 꽃 발달 9단

계에서는 4분포자가 나타났고 꽃 발달 10에서 11단계 동안

에는 단세포성 소포자에서부터 중기 2세포성 화분으로 발달

하였다. 개화 직전의 꽃 발달 12단계 말에는 성숙한 3세포성 

화분으로 발달하였다. 꽃 발달 13단계에는 화관이 탈락하고 

개화가 일어났다. 꽃 발달 9단계부터 12단계까지 꽃받침 길

이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화관의 길이는 계속 증가했다. 

두 포도 품종에서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의 

평균은 꽃 발달 9단계에서는 2.0, 꽃 발달 10단계에서는 3.0, 

꽃 발달 11단계에서는 4.5, 꽃 발달 12단계에서는 6.5로 나

타났으며, ‘꽃받침 길이에 대한 화관 길이의 비율’을 사용하

여 꽃 발달 단계를 판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 ‘캠벨

얼리’와 ‘탐나라’에서 꽃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형

태적 지표가 개발되었다. 이를 이용하면 두 품종에서 소포

자 배양 시기의 판정이나 ‘탐나라’에서 무핵과 유도를 위한 

지베렐린 처리 시기의 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주요어 : 꽃받침 길이, 꽃 발달, 단위결실성 과일, 수 

배우체, 화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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