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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당이 첨가되지 않은 액체배지를 이용한 광독립영양법은 기내배양시 대량배양에 많은 장점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광독립영양배양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세포배발생을 경유해 대량증식 된 음나무의 대량생산 시스템을 보고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세포배에서 발아한 음나무 기내묘는 3가지 배양 방식, 즉 30 gL−1 당이 첨가된 1/2MS 고체

배지에서 배양한 종속영양 배양(무처리구), 당이 첨가되지 않은 1/2MS 고체배지에서 배양, 그리고 당이 첨가되지 않

은 1/2MS 액체배지에서 강제환기를 시켜준 독립영양 배양하에서 4주간 배양되었다. 순화전 각 배양환경하에서 자란

식물체들의 엽면적, 광합성량, 엽록소함량, 생장량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독립영양하에서 생장한 유식물체의 생

장이 가장 좋았으며 엽록소 함량 및 순광합성량도 대조구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다. 독립영양배양 시스템하에서 생

장한 식물체들은 이후 토양에서 100% 순화되었다. 본 결과에서 배양 마지막 단계에 당이 첨가되지 않은 액체배지

에 배양하는 독립영양배양 방식이 기내배양묘의 순화율을 증가시키고 기외 활착율을 높임으로서 체세포배 유래 음

나무의 대량생산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 photoautotrophic micropropagation methodology in liquid culture medium has a number of advantages

for large-scale propagation of plants. This paper describes an improved system for the mass propagation via

somatic embryogenesis of the medicinal plant Kalopanax septemlobus Nakai. Somatic embryo-derived young

plantlets of K. septemlobus were cultured either under heterotrophic conditions with sucrose on half-strength MS

medium with 30 gL−1 sucrose, under heterotrophic conditions without sucrose, or under photoautotrophic conditions

(MS liquid medium without sucrose under forced aeration) for four weeks before transferring the plantlets for

acclimatization. Plantlets grown under photoautotrophic conditions had more leaves, higher chlorophyll content,

a higher net photosynthetic rate (NPR), and a higher survival rat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hotoautotrophic

conditions with a forced ventilation system are effective in enhancing the growth of plantlets and the rate of

net photosynthesis. The plantlets grown under photoautotrophic conditions had a high survival rate (92%) upon

ex vitro transplantation. Our study shows that autotrophically produced plantlets acclimatize better and sooner

upon ex vitro transplantation than conventionally culture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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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내배양에 있어 액체배양법의 장점중 하나는 다량의

기내배양체를 한 번에 다루어 대량배양이 가능하게 규모

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액체배양의 이러한 점을 이용한

기내배양묘의 대량생산은 초본성 화훼류와 같이 비교적

배양이 쉬운 초본류(Ziv, 1989; 1995; Park et al., 2000;

Paek et al, 2001)에서 시작되어 최근 들어 사과나무

(Chakrabarthy et al., 2005), 유칼리나무(McAlister et al.,

2005)와 섬오갈피나무(Park et al., 2005) 등의 목본류에서

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액체대량배양의 또 다른 장점

은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와 격리된 일반적인 배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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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식과 달리 가스, 배지교환 등 기내 미세환경을 자유

로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이십 여 년 동안 배양용기내로 CO
2
 주입 등 가스

교환을 통해 식물의 생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배양시스

템이 고안되어 왔다(Kozai, 1991a; 1991b). 배지내 당 농

도 감소, 광도와 CO
2 
증가와 같은 방법은 기내배양 중인

식물체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

려져 왔다(Kozai, 1991b; Lian et al., 2002). 이러한 배양

방식, 혹은 배양시스템은 식물체가 기내에서도 스스로 광

합성에 의해 생장할 수 있게 함으로 광독립영양 배양

(photoautotrophic culture)이라고 불린다(Kozai, 1991a). 이

러한 광독립영양 배양의 장점은 강제환기에 의한 낮은 상

대습도를 유지하고 배지내 sucrose와 같은 당원을 첨가하

지 않아 오염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또한 이렇게 광

독립영양배양 하에서 생산된 식물체는 이미 낮은 습도에

서 스스로 독립영양하므로 토양 식재시 별도로 순화단계

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Kozai, 1991a; b; Ziv,

1995; Lian et al., 2002; Zobayed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임목류 기내배양시 광독립영양 배양의

효율을 시험하기 위해 체세포배 유래의 음나무(Kalopanax

septemlobus Nakai) 소식물체를 재료로 당이 첨가된 고체

배지에서 배양하는 기존의 배양방식(종속영양)과 당이 첨

가되지 않은 액체배지에서 대량배양(독립영양)한 식물체

의 순화와 광합성효율을 비교함으로서 개선된 배양방식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및 배양방식

배발생 캘러스는 2007년 화성 팔탄 지역의 음나무(수령

약 50년)에서 채취한 미숙종자로부터 유도하였다. 배발생

캘러스는 Moon 등(2006)의 방법에 따라 체세포배 유도와

성숙 단계를 거쳐 발아배지에서 3주 정도 배양한 후 본엽

1매 정도 유식물체로 발달시켰고, 길이 1.5 cm, 본엽 1매

정도가 되었을 때 본 실험의 재료로 이용하였다. 순화에

미치는 배양방식과 영양방식의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식

물체는 각각 세 종류의 배양방식에 따라 배양되었다: (1)

당이 첨가된 고체배지(기존 배양방식, 완전종속영양, Semi-

solid culture, SS), (2) 당이 첨가되지 않은 무당 고체배지

(변형된 무당종속영양, Semi-solid culture without sucrose,

NSS), 이 두 배양시스템을 위해 400 mL polypropylene 배

양용기에 100 mL 배지를 분주하여 배양용기당 각각 10개

씩의 식물체를 배양하였다. 이때 배지는 30 gL−1의 sucrose

가 처리에 따라 첨가되거나 제거된 1/2 MS(Murashige and

Skoog, 1962) 배지를 사용하였다. (3) 독립영양배양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아크릴배양 시스템(Figure 1)에 간헐적으

로 무당 액체배지를 일정간격으로 주입하고 강제환기를

시켰다(광독립영양배양, Temporary immersion culture

without sucros, LL). 이 시스템을 위해 30개의 체세포배

유래 식물체를 고압증기멸균 한 퍼라이트가 담긴 플라스

틱 플러그 트레이에 무균식재 한 다음 투명 아크릴 상자

(60 cm L×20 cm W×30 cm H)에 넣고 무균 상태를 유지

하면서 배양하였다. 이때 아크릴 상자에는 타이머를 이용

해 1일 1회 15분 동안 1/2 MS 액체배지가 공급되도록 하

였다. 또한 강제 환기를 위해 필터(0.2-µm filter)를 통과해

멸균된 공기를 펌프 (Dawkwang Inc, Seoul,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해 2,500 mL/min 속도로 주입하였다. 

이 세 종류의 배양시스템은 25±1°C가 유지되는 배양실

에서 4주간 진행되었고 이때 광량은 40 µmol m−2s−1 광량

자속밀도(16시간 광주기)로 유지되었다. 배양 4주 후, 잎

Figure 1. Temporary immersion culture (LL) used in the

present experiment. 

Table 1. Description of culture conditions in three culture systems.

Semi-solid culture
(SS)

Semi-solid culture 
without sucrose (NSS)

Temporary immersion 
culture without sucrose (LL)

Gelling type Semi-solidz Semi-solid Liquid

Aeration Closed Closed Forced aeration

Sucrose 30 g/L - -

Culture scale (vessel) 400 mL 400 mL 10L

Culture type Heterotropic Modified heterotropic Autotropic 

zMedium was solidified with 2.5 g/L gelrite in SS and 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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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엽면적, 엽장, 근장 등 식물체 생장량이 측정되었으며,

광합성량, 엽록소함량 등을 분석한 후 식물체들을 토양에

식재하였다.

2. 순광합성량 및 엽록소함량 분석

배양 4주 후, 각 배양 방식에 따라 생장한 식물체의 Net

CO
2
 uptake는 광합성측정장치 LI-6400(LI-COR, Lincoln,

Nebraska, USA)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엽록소 함량 분석

은 Lichtenthaler(1987)의 방법에 따라 각 개체에서 약 0.5

g 정도의 잎을 채취하여 80%(v/v)의 차가운 아세톤에 넣

어 48시간 동안 암상태에서 추출한 다음 각각 663.2,

646.8, 그리고 470 nm에서 흡광도를 분석하였다. 각 흡광

도를 Lichtenthaler(1987)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총 엽록

소 함량, 엽록소a, b,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3. 기공관찰 

기공관찰을 위해 각 배양시스템하에서 자란 식물체의

잎을 채취하여 고정액(FAA; formalin:acetic acid:absolute

alcohol)에 넣고 acridine orange(0.02%, pH 3.8)로 1분간

형광염색한 후 형광현미경(Leica DMR, Wetzler, Germany)

하에서 기공 발달을 관찰하였다. 

4. 순화

각 배양방식으로 4주간 배양된 식물체들은 수확하여 흐

르는 물로 흔들어 뿌리에 묻은 배지를 씻어내고, 피트모

스와 퍼라이트가 혼합 된 순화용토(1:1, v/v)가 담긴 플라

스틱 트레이(50 cm×30 cm)에 식재되었다. 순화상은 광량

자속밀도가 40 µmol m−2s−1(16시간 명/8시간 암)로 유지되

는 생장상에서 4주간 유지되었고, 4주 후 살아있는 개체

를 대상으로 순화율을 기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양 4주 후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배양환경 하에서 생

장한 식물체로부터 엽면적, 근장 등 생장량을 조사하였다.

주기적(1일 1회, 15분)으로 무당배지를 공급하면서 동시

에 강제환기 시킨 처리구(LL 처리구, 광독립영양)에서 식

물체는 엽병장이 기존의 배양방법 하에서 생장한 식물체

의 약 4.5배(5.8 cm), 엽면적은 약 8.7배(26 cm2)로 생장이

월등이 우수하였다(Table 2). 같은 고체배지 조건하에서

당 첨가유무만 달리한 경우 역시 당이 첨가되지 않은 고

체배지(NSS 처리구)에서 엽병장, 엽면적 등 지상부 생장

이 모두 우수하였다. 

기내 대량증식 체계 확립을 위해 증식조건이 확립된 식

물체는 그 다음 단계로 생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상적

인 배양환경의 확립이 필요하다. 배양환경은 기내배양중

인 식물체의 생장과 함께 생리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Ziv, 1995). 그중 잎은 기내배양에서 수분스트레스

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기외 순화시 생존

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장요소중 하나이다. 본 연구

에서 당의 첨가유무만 달리 하였을 때 지상부 생장이 다

소 향상하는 정도였으나 강제환기를 통해 배양용기내 CO
2

를 공급한 광독립영양 배양시스템하에서 음나무 식물체

는 엽면적, 엽병장, 엽수 등에 있어서 월등한 생장을 보여

주었다. 이는 강제환기를 통해 음나무 기내배양묘가 광독

립영양 형태로 영양방식이 전환되어 스스로 광합성을 원

활히 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광독

립영양 배양방식은 감자(Nakayama et al., 1991)와

Limonium(Lian et al., 2002)의 기내배양시에도 각각의 배

양묘 생장을 확연히 촉진시킨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내배양 식물체의 잎은 일반 환경하에서

자란 식물과는 달리 그 구조와 생리가 독특하다. 기내배

양체의 잎은 일반식물에 비해 엽육세포 간극이 넓고 엽육

조직의 분화가 덜 이루어져 있으며 표피에 큐티클층이 얇

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공이 크게 발달해 있

다(Wetzstein and Sommer, 1982; Donnely et al., 1985;

Smith et al., 1986). Lian 등(2002)은 종속영양 하에서 생장

한 식물체에서 기공밀도가 높고 광독립영양 배양하에서 자

란 식물체의 잎에서 오히려 기공밀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본 음나무의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광독립영양하에서

자란 식물체 잎의 생장은 확연히 우수한 반면 기공밀도는

오히려 낮은 것이 관찰 되었다(Table 2, Figure 2). 

Table 2. Growth parameters of K. septemlobus plantlets as affected by heterotrophic and photoautotrophic conditions after 4

weeks of culture.

Culture method
Petiole length

(cm)
Leaves no

(per plantlet)
Leaf area 

(cm2)
Stomata density

(per m2)
Root length 

(cm)

SS y (Heterotrophic Culture) 1.3 b 2.4 b  3.0 c  9.9 b 10.6 az

NSS x (Heterotrophic without sucrose) 2.0 b 2.7 b  5.2 b 11.6 a  9.3 b

LLw (Photoautotrophic Culture) 5.8 a 4.7 a 26.2 a  8.1 c  8.5 b

zMean values represent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s differ significantly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ySemi-solid cultures with sucrose
xSemi-solid cultures without sucrose
wTemporary immersion culture without sucrose and with forced a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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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소 함량에 있어서는 무당 고체배지(NSS)에서 자란

식물체와 광독립영양 배양하(LL)에서 생장한 식물체의 엽

록소 a와 b, 그리고 총 엽록소 함량이 당 첨가 처리구(SS)

에 비해 높았다(Figure 3). 당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

광합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엽록소 함량이 증가되

었다는 것은 역시 기내 배양중인 식물체의 광합성 효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종속영양 배

양시 총 엽록소 함량 0.48 mg g−1 FW, 독립영양배양시

0.55 mg g−1 FW). 이러한 해석은 순광합성량 분석에서 입

증되었다(Figure 4). 당이 첨가된 반고체배지에서 자란 식

물체의 순광합성량이 약 2.6 µmol CO
2 
m−2s−1 정도인데 반

해 무당 반고체배지에서는 3.3 µmol CO
2 

m−2s−1, 무당 액

체배지에서는 3.9 µmol CO
2 

m−2s−1로 기존배양법에 비해

광합성량이 각각 113%, 150%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 Plantlets and micrographs of K. septemlobus grown under different cultural conditions for four weeks. A-C, Plantlets

grown on semi-solid culture with sugar (A) and micrograph of pealed epidermal leaf showing stoma and its frequency (B and

C). D-F, Plantlets grown on semi-solid cultures without sugar (D) and micrograph of pealed epidermal leaf showing stoma and its
frequency (E and F). G-I, Plantlets grown in immersion culture without sugar and with forced aeration (G) and micrograph of pealed

epidermal leaf showing stoma and its frequency (H and I). Scale bars=50 µm.

Figure 3. Chlorophyll content in the leaves of K. septemlobus

plantlets grown under different culture systems for four

weeks. SS: Semi-solid culture with sugar, NSS: semi-solid
culture without sugar, LL: temporary immersion culture

without sugar and with forced aeration. 

Figure 4. Net photosynthesis rate of K. septemlobus plantlets

grown under different culture systems for four weeks. SS:
Semi-solid culture with sugar, NSS: semi-solid culture

without sugar, LL: temporary immersion culture without

sugar and with forced aeration.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ans at P < 0.05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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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무당 고체배지에서 총 엽록소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광

합성량은 강제순환 시킨 액체배지에서 높았는데 이는 밀

폐된 배양용기의 특성상 배양중인 배양용기내의 공기는

낮은 CO
2
와 O

2 
농도, 높은 습도로 인해 배양중인 식물체

가 낮은 순광합성량을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 환

기시킨 배양용기에서 식물체는 광합성에 유효한 CO
2
가

공급됨으로 인해 자연환경 하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광

합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Zobayed et al.,

2004). 이 결과는 본 연구실에서 땃두릅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독립영양배양

시스템이 기내배양 식물의 생장과 광합성을 증가시킨다

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자료 미제시). 

대부분의 기내 증식중인 식물체는 탄소원으로 배지내

첨가 된 당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속영양 상태에

서 식물체의 발달은 특히 광합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순

화시에도 점차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시켜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식물체가 순화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영양 환경하에서 생장한 기내

배양묘는 자연상태에서 자란 식물처럼 건전한 발달이 이

루어지고 순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체의 손실을 줄이

는 방법이라고 하겠다(Kozai, 1991a; Pospisilova et al.,

1992).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Debergh(1991)와 De Riek

등(1991)은 순화시 적절한 처리만 해준다면 광독립영양이

식물순화를 위해 필요치 않다고 한 바 있어 광독립영양

배양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의 식물

에서 다양한 실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광독립영양하에서 자란 식물체들(Figure 5)

은 토양에서 100% 생존하여 종속영양하에서 자란 식물체

의 생존율 89%보다 순화율에 있어 112% 증가되었다

(Figure 6). 독립영양하에서 자란 대부분의 식물체들은 기

존배양법으로 생산한 식물체에 비해 기외 식재 후 새잎

출현이 빨랐다. Zobayad 등(2004)은 독립영양 환경하에서

배양한 식물체들은 토양에 옮기고 난 후에도 크게 생리적

변화, 즉 스트레스가 적어 순화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당을 첨가하지 않은 무당 액체배지에서

강제환기를 시키는 것과 같이 기내배양시 배양환경을 최

적화함으로서 생장과 광합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광독립영양배양 방식은 기내배양중인 식물체

잎의 발달과 독립영양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순화율을 높

이고 기외 식재시 빠른 생장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합한

배양방식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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