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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나무(Broussonetia kazinoki) 부정근의 유도 및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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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닥나무(Broussonetia kazinoki)는 민간에서 이뇨제, 강장제, 부종의 치료 등에 쓰이는 뽕

나무과의 낙엽 관목으로 prenylated flavonoid, flavan, diphenyl propane 등의 많은 유용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닥나무 추출물로부터 세포독성, 항산화, 항염증, 미백 효과등이 보

고된바 있으며, 특히 닥나무 뿌리는 유용물질 함량과 생리 활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닥나무 부정근의 유도 및 배양을 통해 유용 물질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부정근 유도

기내 배양체로부터 절취한 1∼1.5 cm 길이의 잎을 2등분 횡절단하여 auxin류가 첨가

된 MS 배지에서 4주간 암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유도된 부정근은 auxin이 0.5 ∼ 2.0

mg/L 첨가한 MS 고체배지에서 배양하였다.

◦ 부정근 배양

MS 배지에 IAA 또는 IBA가 0.5 ∼ 2.0 mg/L 첨가된 액체 배지를 조성하고, 근단부

를 포함하는 1∼1.5 cm 길이의 부정근을 절취한 다음 삼각 플라스크 당 15개씩 접종

하여 배양하였다. 또한 배양에 적합한 접종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IBA 0.5 mg/L이 첨

가된 MS 배지를 조성하고 근단부를 포함하는 부정근을 플라스크 당 5, 10, 15, 20개씩

접종하고 배양하였다.

◦ 생물반응기(Bioreactor)를 이용한 부정근 배양

닥나무 부정근 15, 20, 30 g을 취해 18 L 용적의 공기 순환형 생물반응기에 10 L의

액체배지(MS, IBA 0.5 mg/L, sucrose 30 g/L)를 조성하고 부정근을 접종하여 26±1℃

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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