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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agate the arbuscular mycorrhizal fungi in vitro using the hairy root 
of carrot transformed by Agrobacterium rhizogenes with Ri t-DNA. Mycorrhizal spores and roots in sudangrass plants
were wet-sieved, surface-sterilized and inoculated onto the hairy root of carrot on the Modified Strullu & Romand 
(MSR) medium. The mycorrhizal spores of Glomus sp. propagated in vitro for 12 weeks was about 50 ㎛, and the 
shapes of spores were round or elliptic. Spores were formed mainly at the middle of the hyphae. Number of 
mycorrhizal spores propagated using dual culture of the transformed carrot roots and the mycorrhizal inoculum for 12 
weeks were about 1,200 per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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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균근균(菌根菌, mycorrhizae)은 식물 뿌리와 균류간의 균근 연

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양 의 유기․무기물질을 식물체에 공

하여 식물의 생육을 진할 뿐만 아니라 근권의 수분 계를 조

하고 병원균에 한 조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ling 
등, 1979).

재 arbuscular 균근균(arbuscular mycorrhizal fungi; AMF)의 

량증식방법을 보면 온실내에서 폿트재배(Smith와 Read, 1997), 
NFT나 분무경재배(Hung과 Sylvia, 1988; Hawkins와 Eckhard, 
1998) 등을 이용하여 AMF에 한 의존성이 높은 기주작물을 재

배하여 AMF 종원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AMF 량증식방법은 6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

분야에서 AMF의 규모 인 실용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

어 이를 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균근균에 감염된 기주식물의 뿌

리나 포자를 이용한 기내배양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에 선발균주를 

증식하는 기법이 최근에 소개되고 있으나 범 하게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Declerck 등, 1996). 본 연구는 토착 AMF에 감염된 균

근감염 뿌리나 분리된 균근균의 단일 포자 등과 Ri T-DNA로 형

질 환된 당근의 모상근을 치배양하여 포자형성능을 측정함으로

써 기내에서 량생산된 AMF 종원을 향후 실제 공정육묘나 시

설원 에 극 으로 용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실시하 다.

재료  방법

Ri t-DNA로 형질 환된 모상근 유도

당근(Daucus carota L.) 뿌리체내로의 Ri t-DNA plasmid의 삽

입은 Ark와 Thompson(1961), Tepfer와 Temp(1981)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여 모상근을 형성하 다. 즉, 당근의 뿌리 조직에 상

처를 내고 Agrobacterium rhizogenes를 감염시켜 Modified 



803KOR. J. HORT. SCI. & TECHNOL. 18(6), DECEMBER 2000

Fig. 2. Hairy roots of carrot transformed with Ri t-DNA plasmid of Agrobacterium rhizogenes.

Strullu & Romand(MSR) 배지상에서 Ri t-DNA를 갖는 형질 환

된 당근의 모상근을 유도하 다. 모상근 배양을 한 MSR 배지 

(Diop 등, 1994)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증류수 1L당 MgSO4․

7H2O 739㎎, KNO3 76㎎, KH2PO4 4.1㎎, Ca(NO3)2․4H2O   
359㎎, NaFeEDTA 8㎎, KCl 65㎎, MnSO4․4H2O 2.45㎎, 
ZnSO4․7H2O 0.29㎎, H3BO3 1.86㎎, CuSO4․5H2O 0.24㎎, 
(NH4)6Mo7O24․4H2O 0.035㎎, Na2MoO4․2H2O 0.0024㎎, 
thiamine 1㎎, pyridoxine 0.9㎎, nicotinic acid 1㎎, calcium 
pantothenate 0.9㎎, cyanocobalamine 0.4㎎, biotine 0.9×      
10-3㎎, sucrose 10,000㎎  Bacto agar 8,000㎎ 등으로 조성   

하 으며 pH는 5.5로 조정하 다. 

기내증식을 한 균근균 종원

국내토착 AMF 균주를 폿트배양하 던 토양시료를 습식사별

(wet-sieving)하여 분리된 AMF 포자, 균근감염된 기주식물, 즉 수

단그라스의 뿌리 등을 AMF의 기내증식을 한 종원으로 이용

하 다. 포자는 4℃에서 4주 이상 온보 하여 휴면타  처리후 

종원으로 사용하 다. AMF 균주에 감염된 뿌리의 표면살균은 

ultrasonicator(28㎑, 40분), 96% ethanol(1분), 6% sodium 
hypochlorite(5분), 2% Chloramine T＋Tween 80/two drops(10
분), 100ppm Gentamycin＋200ppm Streptomycin액(15분) 등으

로 표면살균한 후 Water agar 배지와 MSR 배지(pH는 각각 5.5로 

조정, 0.8% agar) 등에 치상하여 형성된 균근균의 외부균사를 모

상근에 종함으로써 균근균에 감염된 뿌리를 형성하 다(Diop 등, 
1994). 포자의 경우는 2% Chloramine T＋Tween 80/two 
drops(10분), 100ppm Gentamycin＋200ppm Streptomycin액(15
분) 등으로 표면살균한 후 무균배지에 치상하여 AMF 포자를 발아

시켰다(Declerck 등, 1996).

치배양(dual culture)

기내에서 균근감염된 수단그라스의 뿌리 는 균근균 포자 등과 

Ri plasmid가 삽입된 당근 모상근과의 치배양을 이용한 균근균 

포자의 량증식은 Declerck 등(1996)과 Diop 등(1994)의 방법으

로 수행하 다(Fig. 1).
직경 9㎝의 Petri dish에 MSR 배지를 50㎖ 정도 충 하고,    

Ri t-DNA로 형질 환된 당근의 모상근을 70㎜ 길이로 치상하여 

27℃에서 암배양하 다. 그 측면에 균근균에 감염되어 균사와 낭 

상체 등에 의한 감염률이 높은 균근감염 뿌리를 5㎜ 길이로 단 

후 치상하거나 균근균 포자를 표면살균 후 종하여 27℃(암상태)
에서 치배양하 다. 치배양은 10반복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

며, 모상근과 균근균의 생  생장을 실체 미경(Olympus, 
PM-20)으로 검경하 다.

결과  고찰

Ri t-DNA plasmid가 삽입된 당근의 모상근 형성 

ATCC에서 분양받은 A. rhizogenes를 이용하여 Ark와 

Thompson(1961), Tepfer와 Temp(1981)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

근 뿌리에 root inducing plasmid (Ri plasmid)를 삽입하여 형성시

킨 모상근은 Fig. 2와 같다.
Ri plasmid를 갖는 A. rhizogenes는 YM 배지에서 5회 정도 계

배양하여 균주를 활성화시킨 후, 28℃에서 48시간 정도 진탕배

양(암상태)하여 형질 환에 이용하 다. 모상근은 MSR 배지상에

서 20일 간격의 계 배양으로 량증식시켜 균근감염뿌리, AMF 
포자 등과의 치배양에 이용하 다. 본 실험에서 Ri t-DNA로 형

질 환된 당근의 모상근은 측근의 발생이 히 많아졌으며, 기내

에서 연속 인 계 배양시 생장홀몬을 첨가하지 않아도 모상근이 

지속 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보 는데, 이는 Ark와 Thompson 
(1961), Tepfer와 Temp(1981) 등이 형성시킨 모상근의 생장특성

Fig. 1. Dual culture of mycorrhizal root segment (MRS) and 
transformed carrot root (TCR). 

S

H →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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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ual culture of germinated AMF spore and hairy root of 
carrot (×50) (S : AMF spore, H : hyphae, CR : carrot root).

과 일치하 다.

포자의 표면살균, 발아  균사유도

습식사별하여 분리된 AMF 포자는 표면살균하여 발아시킨 후 

Fig. 3과 같이 모상근과의 치배양에 이용하 다.
Water agar 배지에 치상한 포자에서 발아되는 균사의 생장 양상

을 보면 포자에서 균사가 직선 으로 생장하는 유형, 포자와 직각

방향으로 약간 틀어지게 직선 으로 생장하는 유형  꼬불꼬불하

게 연속 으로 꼬여서 생장하는 유형 등으로 크게 구분되었는데, 
이러한 균사의 발아  생장양상은 Mugnier와 Mosse(1987) 등의 

연구보고와 유사하 다.
균근균의 기내증식에 한 기단계에서는 포자를 종원으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았다(Strullu 등, 1991). 그러나, 포자에 미치

는 다양한 물리화학 인 배양환경의 스트 스와 포자 휴면 등으로 

인해 뿌리체내의 낭상체와 뿌리내부 균사등이 많은 기주식물의 균

근감염 뿌리를 차 으로 기내배양의 종원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반 인 연구가 수행되었다(Strullu 등, 1991). 본 실험

의 경우도 포자를 발아시켜 배양하는 것은 확실한 균주의 속명을 

구분하여 기내증식하는 이 이 있었던 반면 포자의 반 인 발아

율이 히 낮아 균근감염 뿌리를 표면살균하여 기내배양을 한 

종원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본 실험을 수행하 다.

균근감염 뿌리의 표면살균  균사체 유도 

기내배양을 이용한 AMF 균근균 종원의 량생산에 해서 

지 까지 외국에서 연구보고된 결과를 보면 부분 포자(Hepper, 
1979; Hepper와 Smith, 1976; Mugnier와 Mosse, 1987), 균근균

에 감염된 기주식물의 뿌리(Declerck 등, 1998; Diop 등, 1994a, 
b; Plenchette 등, 1996) 등을 표면살균하여 균사체를 유도한 다음 

당근 등의 모상근에 종한 후 3 5개월의 치배양을 통해 오염

되지 않은 순계의 AMF 종원을 생산하고 있다.
본 실험의 경우도 AMF 포자, 균근균에 감염된 기주식물의 뿌리 

등을 표면살균하여 MSR 배지에 종하여 무균상태의 균사를 형성

한 후 당근의 모상근에 종하여 균사와 포자 등의 AMF 종원을 

생산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종원의 재료로서 포자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균근감염된 기주식물의 뿌리를 이용하여 균사체를 형성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Declerck 등(1996)과 Plenchette 등(1996)의 보고와 일치하 다.
Carling 등(1979)은 균근균에 의한 감염율이 높은 뿌리를 치배

양의 종원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 기내에서 포자를 높은 도로 

증식시키는 것과 한 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 다. 한, 이
외에도 균근감염뿌리에서 분리한 낭상체와 뿌리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외부균사를 이용하여 치배양을 한 종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이 지 까지 보고되고 있다(Declerck 등, 1998; Diop 등, 
1994; Strullu 등, 1991). 본 실험에서 포자를 무균배지상에서 발아

시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것은 포자의 휴면타 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Diop 등, 1994). 즉, 포자는 휴면타 후 발아시

켜 정상 인 활성으로 균사생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포자의 살균방

법이 아직까지 어려웠던 반면, 균근균에 감염된 기주식물의 뿌리를 

표면살균한 후에 균사체를 형성하는 방법(Diop 등, 1994)은 체

으로 용이했던 장 이 있어 본 실험에서 치배양을 한 종원

으로서 균근감염 뿌리를 우선 으로 이용하 다(Fig. 4). 한, 
재 Glomus sp., Gigaspora sp.  Acaulospora sp. 등 다수 종의 

AMF 포자를 습식사별하여 토양에서 분리하여 수분을 완 히 제

거한 후 5℃에서 5주간 온보 하여 포자의 휴면을 타 하고 있

는 이다. 향후 이들을 표면살균하여 Water agar 배지에서 발아

(25℃, 암실)시킨 후 당근의 모상근에 종하여 균주의 속종별 포

자의 발아 특성을 구명할 뿐만 아니라 AMF의 종․속별 순계의  

종원을 량생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면살균한 기주식물의 뿌리에서 균사가 발아되어 생장하는 양

상을 분류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배지의 종류에 따라서 균근감염뿌리에서 AMF의 균사가 형성되

는 것을 보면 양분의 함량이 높은 MS 배지보다는 양분함량이 낮

은 0.5배액 MSR 배지와 양분이 거의 없는 water agar 배지에서 

균사의 발생이 1 2일 정도 빨랐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지

의 종류별 균사의 생장특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 까지 기

내증식시 배지내 양분의 종류  함량 등과 포자증식과의 계에 

해서 연구보고된 결과를 보면 나트륨(Hepper, 1979)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질소, 인산  당 등은 균근발달에 해로운 향을 미치며

(Becard와 Fortin, 1988), 아연과 망간 등은 포자발아를 억제하는 

작용(Hepper와 Smith, 1976)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균
근의 발달은 MS 배지 등과 같은 양분이 충분한 조건보다는 Water 
agar medium 등과 같이 양분이 다소 불리한 조건하에서 균근균

과 기주체간의 공생  발달이 왕성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

다(Douds Jr, 1997; Mugnier와 Mosse, 1987; St-Arnaud 등, 
1996).

H →

R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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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growth changes of hyphae for germinated arbuscular mycorrhizal fungi (×50, H : hyphae, R : ~ root).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AMF hyphae

1. Hyphae were formed only on the surface of the culture medium.
2. Hyphae were formed upper and/or into the culture medium.
3. Hyphae were formed mainly on the cutting surface of mycorr-

hizal root. However, occasionally they were formed in the 
middle of the mycorrhizal root. And hyphae were mainly 
directed into the culture medium.

4. Hyphae were mainly formed in the middle of the mycorrhizal 
roots.

5. Hyphae were formed only in the ends of the mycorrhizal roots. 

Table 1.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and growth of AMF 
hyphae from the mycorrhizal roots of host plants

Cultural medium 
Germination of hyphae 

from disinfected host roots

MS medium (×1) －
z

MS medium (×1/2) +
Water agar medium +++

Modified Strullu-Romand 
(MSR) medium 

++
z
－, bad; +, good; ++, well; +++, best

Table 2. Frequency of hyphae formation as affected by the 
different cultural medium.

Fig. 5. AMF spores (Glomus sp.) formed using the dual 
culture (H : hyphae, S : spore).

Dual culture를 이용한 포자의 기내증식

치배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균근감염 뿌리에서 나오는 

균근균 이외의 세균과 진균류에 의한 오염이었다. 재, 이에 한 

책으로서 균근균의 균사만 분리하여 종하는 방법을 다양한 측

면에서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치배양으로 형성된 포자를 보면 

Fig. 5와 같으며 포자의 크기는 직경이 약 50㎛ 정도 으며, 원형 

는 타원형의 포자가 균사의 간에 형성되었고, 포자색은 갈색 

계통으로서, 12주 동안 plate당 평균 약 1,200개의 포자가 형성되

었다(Fig. 6).
치배양을 통한 지 까지의 포자증식 연구를 보면 Declerck 등

(1996)은 Glomus versiforme에 감염된 leek의 뿌리를 표면살균하

여 당근 모상근에 종한 후 5개월간 dual culture하여 약 9,500개
의 포자를 기내증식하 음을 보고하 다. 한, Diop 등(1994)도 

Glomus versiforme에 감염된 leek 뿌리를 토마토 뿌리와 3개월간 

치배양하여 약 2,000개의 포자를 증식하 음을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서 증식된 포자 도를 Declerck 등(1996)과 Diop 등(1994)
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소 낮은 도로 포자가 증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 포자크기를 비교해 보면 Declerck 등(1996)과 

Diop 등(1994)이 증식한 포자는 직경이 약 50 60㎛ 크기로서 본 

실험에서 배양된 포자크기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록

Agrobacterium rhizogenes의 Ri t-DNA로 형질 환된 당근의 

모상근에 Glomus sp.를 감염시킨후 arbuscular 균근균 포자를 

Modified Strullu & Romand 배지상에서 12주 동안 기내증식하

다. 기내증식을 한 종원으로는 포자보다는 균근감염 뿌리가 더 

좋았다.  당근 모상근과 arbuscular 균근균의 치배양으로 증식된 

A B

H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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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spore density of Glomus sp. in in vitro propagation during experimental periods.

Glomus sp.의 포자는 직경 약 50㎛ 정도의 원형 는 타원형의 포

자로서 균사의 간부 에서 형성되었다. 12주 동안 기내에서 치

배양한 결과 plate 당 약 1,200개 정도의 arbuscular 균근균 포자를 

생산하 다. 

추가 주요어：Agrobacterium rhizogenes, 형질 환, Glom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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