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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강도에 따른 Agar와 공정육묘용 상토에서 

기내배양된 딸기 소식물체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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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pporting material and ionic strength of the 
MS medium on growth of strawberry plantlets cultured in vitro for the rapid mass production. Explants of 
Fragaria ananassa ‘Houkouwase’ in vitro were planted in the agar or Tosilee (commercial plug medium) 
medium as the supporting material and supplied with 1/4 MS, 1/2 MS or basal (as the control) MS medium 
in an autotrophic micropropagation. Plant height and root length were significantly greater when they were 
cultured in 1/2 MS medium as compared to those grown in the agar medium. Also, shoot fresh and dry 
weights, and leaf area in the 1/2 MS medium were greater than in 1/4 MS or basal MS medium. When 
plantlets were cultured in Tosilee medium and fed with the basal MS medium, plant height, root length, 
shoot fresh and dry weights, root fresh and dry weights, and leaf area were promoted and greater than those 
in plantlets cultured in the agar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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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첨단 원예농업(high technology horticulture)으로 발전하

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서 미세번식기술은 이미 고도의 연

구성과와 지속적인 실험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난, 카네

이션, 딸기, 감자 등 다수의 화훼류와 채소류에서의 실용화 

및 현지농가로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Desjardins et al., 
1998; Kim et al., 1992; Lee et al., 2010). 조직배양기술은 

자연환경에 좌우되는 일이 없고, 인공배지를 이용해 묘를 

대량생산하므로 이 시스템은 하나의 훌륭한 식물공장(plant 
factory)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미세번식법은 소식물체의 

생장과 증식을 위해 기본적으로 유기물(당, 비타민, 생장조

절 물질 등)을 첨가하여 생장을 유도하는 종속영양(heterotrophic) 

및 광혼합영양(photomixotrophic) 배양법이었으나 이 방법

은 배지의 생물적 오염발생, 발근 불량, 생장율 저조 및 순화

시 유식물체의 고사율 증가 등 조직배양묘의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Jeong et al., 1996a; Kozai, 
1995, 1998; Kozai et al., 1989, 1991).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양기 내 광합성 유효광량

자속(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과 CO2 농도를 일

정치 이상으로 주입해 내생적으로 광합성이 가능하게 하는 

자가영양(autotrophic) 미세번식방법이 보고되었다(Jeong et al., 
1996a, 1996b). 자가영양배양법은 배양기 덮개에 미세필터

를 부착하여 배양기 내부로 외부의 오염물질이 차단된 공기

의 유입을 통해 환기횟수를 높여 주면서 배양기 내의 CO2 
가스 농도를 높여주어, 탄소원인 당(sucrose)을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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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내에 첨가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합성하여 기내 배양식

물이 스스로 충분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배양방법은 당과 호르몬 등의 첨가

에 따른 생물적 오염발생 감소, 유전적 변이감소, 기내생장 

향상, 기외 순화 및 생존율 증대, 그리고 정식 후 생장 증

대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and Joeng, 
2003).

1962년 Murashige & Skoog(Murashige and Skoog, 1962)
에 의한 MS 배지 개발로 인해 많은 식물체들을 대상으로 

초보자들도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작물의 종류, 품종, 생육단계,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조절

을 위한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

구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다. 식물조직배양을 통한 미세증

식과정에서 고농도 무기염들이 배지에 함유됨으로써 식물

체의 생육저하, 배양기간의 장기화 및 염류 스트레스로 인

한 식물체 고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배지의 

산화와 더불어 2,4-D와 같은 매우 강력한 옥신이 배지에 

첨가될 때에는 배지의 변성, 순화시 면역성 감소 및 염류 

스트레스로 인한 식물체 고사 등이 초래된다고 보고되었

다(Choi and Meyer, 1994; Kozai et al., 1988). 이러한 인

공합성물질들이 배양조직에 정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생육저해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

지 못해서 종종 상업적 배양에 실패한다거나 미세증식실

험 결과에 있어 부정확한 해석을 할 때도 있다. Kozai et 
al.(1989)은 딸기 소식물체의 조직배양 시 배양기 자체에 

micro-filter를 부착하여 내부로의 CO2 유입촉진을 통한 원

활한 광합성 환경조성과 당이 첨가되지 않은 MS 배지를 

이용한 자가영양배양 조건하에서 배양 시 생장이 최대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내 급속대량 미세증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지지물질 탐색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dmanee 
et al., 1995a, 1995b; Oh and Chung, 1997; Takazawa and 
Kozai, 1992). 공기유동이 불량하고 양분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agar보다는 공정육묘용 상토를 기내에 직접 도입함으

로써 생물적 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내외 동시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외 이식시 필요했던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딸기 미세번식을 위한 MS 배지의 적정

농도를 구명하고, 자가영양배양을 위한 새로운 배지로서 공

정육묘용 상토(Tosilee)가 배양 유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경남 진주시의 플랜토피아 조직배양연구소㈜에서 분양 

받은 딸기 조직배양묘를 경상대학교 조직배양실에서 계대

배양하며 증식시킨 무균 건전묘를 선발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절편체는 70% 에탄올에 1분간 침지한 후 2방울의 

‘Tween 20’가 함유된 1%의 NaOCl 용액에 20분간 멸균작

업을 거쳤다. 이 후에 3차 증류수에 3회 세척한 후 배지에 

치상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량증식 작업을 수행

하였다. 미세증식의 5단계로 Stage 0의 모식물체의 증식 단

계, Stage I 절편체 선발 및 배양기내 삽입을 통한 무균배양

단계, Stage II 캘러스(callus) 발달단계, Stage III 기내발근

단계, Stage IV 기외자체발근과 순화과정 중에서 광혼합영

양배양법을 통하여 증식한 기내 발근단계인 Stage III의 딸

기(Fragaria ⨉ ananassa cv. Houkouwase) 소식물체(plantlets)
를 분주하여 뿌리를 제거하고 2-3매의 소엽을 남긴 절편체

(explant)를 치상하였다. 절편체당 평균 생체중(절편체 10개
를 측정한 평균치)은 28mg이었다. 배양기당 4개씩의 절편

체를 치상하였다.

배양기

Polycarbonate 배양용기(GA7 Magenta box, Sigma Chemical 
Co. Ltd., USA, 공기용적 3.7 ⨉ 10-4･m-3)의 환기횟수는 시

간당 0.1이었고, 2.8로 늘리기 위하여 배양기 뚜껑에 직경 10mm
의 구멍을 뚫어 통기성의 Microporous filter(Milliseal, 공경 0.5
μm, 직경 18µm, Millipore Co. Ltd., Tokyo)를 구멍에 1개씩 

부착하였다. 환기횟수는 Fujiwara et al.(1987)의 방식에 의해 

산출되었다.

배지

배지는 Murashige and Skoog(1962) 기본 배지(당, 비타민, 
기타 유기물 무첨가)와 기본 MS 배지 농도의 1/2, 1/4인 배지

를 각각 절편체당 10mL씩 분주하였고, 지지물로 agar(Kanto 
Chemical Co. Inc., Tokyo) 0.08kg･m-3, 공정육묘 전용 상토

(토실이 상토, ShinanGro Co. Ltd., Korea; 이하 Tosilee) 
3.0kg･m-3

을 이용하였다. Tosilee 상토를 담기 위해 사용된 

448공 플러그 트레이의 구당 용적은 0.2 × 10-5･m-3
이었다. 

트레이는 7 × 7cm의 크기로 잘라 사용하였다. pH는 고압증

기 멸균 전에 5.70으로 조절하였으며, 절편체당 0.15 × 
10-5･m-3

씩 배지를 분주하여 121℃, 1.2기압에서 15분간 고

압멸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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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pporting materials and culture solutions used.

Supporting material Culture solution
Agar 1/4 MS

1/2 MS
1/1 MS

Tosilee 1/4 MS
1/2 MS
1/1 M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Sucrose
(kg･m-3) NAEHz PPFDy

(μmol･m-2･s-1)
CO2

(μmol･mol-1)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0 2.8 70 1,000 24 ± 2 70-80
zNumber of air exchange per hour.
y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Fig. 1. Plant height and root length of Fragaria × ananassa ‘Houkouwase’ plantlets, cultured in vitro for 39 days, as affected by 
supporting material and ionic strength. A, Agar and T, Tosilee (commercial plug medium).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means (n = 5).

배양조건

배양체는 기온 24 ± 2℃, 상대습도 70-80%로 유지되는 

광독립영양배양실에서 16/8(명기/암기)의 광주기에 명기 동

안 1,000μmol･mol-1
의 농도로 CO2 가스를 공급해 주었다. 

배양실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광원으로는 발열량이 적은 3
파장 60W Cool-white 형광램프(Lumilux FL 40EX-W, SeungSan 
Osram Co. Ltd., Korea)를 이용하였다(Table 2).

실험구

실험구는 광독립영양배양(PPF 70μmol･m-2･s-1, CO2 농

도 1,000μmol･mol-1, 시간당 환기횟수 2.8) 조건에서 agar와 

Tosilee 지지물에 3수준의 배양액(1/4 MS, 1/2 MS, MS)의 

난괴법 6처리 5반복(반복당 4개체)으로 배치하였다(Table 1).

생장량 측정

치상 후 39일째에 각 실험구의 배양기로부터 소식물체를 

꺼내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 초장, 근장, 엽면

적 및 엽록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건물중은 생체중을 측정

한 후 60℃의 항온건조기 내에서 72시간 건조한 직후에 측

정하였다. 총엽록소 농도는 각 실험구에서 식물체의 잎을 

채취하여 80%(v/v) 아세톤으로 추출하고 분광광도계(Unikon 
922, Kotron Instruments, Italy)를 이용하여 645nm와 663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한 후 아래의 식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Arnon, 1949).

엽록소 농도(µg･mg-1 fw) = [(20.29 × A645) + (8.02 × A663)] 
× [아세톤량(mL)/생체중(mg)]

측정된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 6.01,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해 standard errors 값을 

구했으며, 그래프는 Sigma Plot(10.0, Systat Software,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자가영양배양 조건에서 지지물(agar와 Tosilee 배지)과 염



204 Kor. J. Hort. Sci. Technol. 30(2), April 2012

Fig. 2. Shoot fresh and dry weights of Fragaria × ananassa ‘Houkouwase’ plantlets, cultured in vitro for 39 days, as affected 
by supporting material and ionic strength. A, Agar and T, Tosilee (commercial plug medium).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means(n = 5).

농도(기본 MS, 1/2 MS, 1/4 MS) 처리에서 39일간 배양된 

딸기 소식물체의 초장과 근장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초장

은 지지물로 agar를 이용한 처리에서는 기본 MS 처리와 비

교하여 1/2 MS와 1/4 MS 처리구에서 유의성 있게 길었으

며, 1/2 MS와 1/4 MS 배지간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

만, 1/2 MS 배지에서 초장이 가장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Jeong et al.(1999)이 딸기 조직배양 소식물체의 공정

육묘 트레이를 이용한 미세번식 연구에서 기본 MS 배지에

서보다는 염의 농도를 1/2로 줄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았다

는 결과와 일치한다. Tosilee를 이용한 처리에서의 초장은 

기본 MS에서 59mm로 가장 길었으며, 1/2 MS에서 55mm, 
1/4 MS에서 48mm로 염 농도가 낮아질수록 초장도 상대적

으로 짧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근장은 agar를 사용한 1/2 
MS에서 69mm로 가장 길었으며, 기본 MS에서 39mm로 가

장 짧았다. Tosilee 처리구에서는 기본 MS 배지에서 125mm
로 1/2 MS와 1/4 MS와 비교하여 가장 유의성 있게 길었으

며 MS 배지의 이온강도가 낮아질수록 근장도 짧아지는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초장과 근장의 생육 결과에서 agar 
배지에서는 1/2 MS 배지가 가장 양호한 생육을 보였지만, 
온실용 배지인 Tosilee에서는 자체가 일정양분을 흡수한 후 

서서히 근권에 양분을 제공함으로써 기본 MS 배지의 강도

에서 가장 우수한 생육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gar를 사용한 순수 고체배지보다는 유기물이 함유된 Tosilee
와 같은 상토를 조직배양용 배지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근권

부의 급격한 pH와 EC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

여 근권부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근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Jeong et al.(1999)이 

광독립영양배양하에서 딸기 미세번식을 위해 MS 배지에 

공정육묘용 상토를 지지물로 이용할 경우 agar를 사용하는 

것보다 초장과 근장에서 훨씬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

와 일치하며 향후 기외 순화시 agar를 제거하는 노동력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대형 배양용기를 이용할 경우 기

계화와 자동화가 가능하여 미세번식의 생력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는 딸기 소식물체의 발근 단계 이후에서부터 39일 

동안 자가영양배양조건으로 지지물과 이온강도 처리에 따

른 지상부 생체중과 지상부 건물중을 나타낸 결과이다. 염
스트레스에 약한 콩(Glycine max Merr.) 소식물체의 생육을 

위해 염 농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어 재배하여 생장율을 

급격하게 향상시켰다는 Nonami et al.(1995)의 보고에서와 

유사하게 본 실험에서도 지상부 생체중이 기본 MS 배지의 

염 농도를 1/2로 줄인 agar를 이용한 1/2 MS 배지에서의 생

육이 245mg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무거웠으며, 다음으로 

기본 MS 처리구와 1/4 MS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Lee and Jeong(1999)이 보고한 스타티스(Limonium 
‘Misty Blue’)를 이용한 조직 배양시 기내 배양을 위해 기본 

MS 배지보다는 1/2 MS로 염의 농도를 절반으로 낮추었을 

때 지상부의 생육과 T/R율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보

고와 일치한다. 이는 기본 MS 배지에서의 생육이 불량한 

이유는 딸기 소식물체가 염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식물이어

서 염류 과다에 따른 생육장해인 것으로 생각되며, 가장 농

도가 낮게 처리된 1/4 MS 배지에서는 생육에 필요한 양분

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딸기

(Kozai, 1991, 1998; Lee et al., 2010), 카네이션(Jeong et al., 
1996a), 콩(Nonami et al., 1995)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Tosilee에서는 기본 MS 배지에서 지상부 생체중이 1/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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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ot fresh and dry weights of Fragaria × ananassa ‘Houkouwase’ plantlets, cultured in vitro for 39 days, as affected by 
supporting material and ionic strength. A, Agar and T, Tosilee (commercial plug medium).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means (n = 5).

Fig. 4. Leaf area of Fragaria × ananassa ‘Houkouwase’
plantlets, cultured in vitro for 39 days, as affected by supporting 
material and ionic strength. A, Agar and T, Tosilee (commercial 
plug medium).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means (n = 5).

와 1/4 MS 배지에 비해 월등히 컸다. 이는 Tosilee 상토에서 

염의 흡수로 그 밖의 필수영양원으로 공급되는 무기이온들

의 식물체내의 영양이동과 대사활동을 상호적으로 보완해 

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농도가 낮아질수록 생체중

의 수치가 낮아지는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지상부 건물중

은 지상부 생체중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지상부 건물

중은 agar 배지를 사용한 1/2 MS 처리구에서 30mg으로 가

장 무거웠으며, 기본 MS 배지에서 유의적으로 저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충능이 약한 agar 고형 배지에서 고농도

의 염에 의한 양분흡수 저하에 따른 지상부 생육저조에 의

해 건물중 또한 낮은 무게로 측정된 결과로 판단된다. 
Tosilee에서의 지상부 건물중은 기본 MS 배지에서 가장 높

았으며 1/2 MS와 1/4 MS 배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agar 배지에 비해 유기질 상토인 Tosilee 배지가 뿌리

의 완충능을 증가시켜줌과 동시에 근권의 가스교환 기능을 

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39일간 배양된 딸기 소식물체의 지하부 생체중

과 지하부 건물중을 나타내고 있다. 지하부 생체중은 agar 
배지를 사용한 처리구에서 1/2 MS 배지에서 처리가 50mg
으로 가장 무거웠으나, 1/4 MS 배지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

인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본 결과는 딸기 ‘설향’ 품종

을 이용한 연구에서 배양액의 농도가 뿌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Jun et al.(2011)의 보고에서도 공급되는 염농도

를 절반수준으로 낮추었을 때 지하부 건물중이 유의적으로 

무거웠다는 것과 일치한다. Tosilee 배지를 사용한 처리구에

서는 기본 MS 배지에서 1/2 MS와 1/4 MS 배지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하부 건물중도 지하부 생체

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agar 배지의 1/2 MS와 1/4 
MS 배지에서 약 5mg 정도로 기본 MS에서 보다 유의성 있

게 무거웠다. 지하부 건물중에서 Tosilee 배지를 이용한 기

본 MS에서 8mg으로 1/4 MS와 1/2 MS 배지에서 보다 유의

적으로 더 무거웠다. 
Fig. 4는 39일간 배양된 딸기 소식물체의 엽면적을 나타

내고 있다. 지지물로 agar 배지를 사용한 1/2 MS 배지에서 

1/4 MS와 기본 MS 배지에 비해 엽면적이 유의성 있게 넓었

고, Tosilee 배지에서는 1/2 MS 배지에서보다 오히려 염의 

농도가 높은 기본 MS 배지에서 62cm2
로 가장 넓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내 생육시 Tosilee 상토의 완충작용으로 

다량의 염류를 상토 자체가 흡수하고 적정한 농도의 무기이

온들을 선택적으로 소식물체가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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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lorophyll content of area of Fragaria × ananassa
‘Houkouwase’ plantlets, cultured in vitro for 39 days, as 
affected by supporting material and ionic strength. A, Agar 
and T, Tosilee (commercial plug medium).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means (n = 5).

지 조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엽록소 농도는 agar 배지의 1/4 MS와 1/2 MS 배지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Lee and Jeong(1999)의 

보고에서도 1/2 MS 배지에 인산을 첨가한 처리구가 기본 

MS 배지에 인산을 추가한 처리구보다 엽록소 함량이 더 높

았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MS 배지에 인산을 첨가하지 않았지만 agar 배지에서 기본 

MS 배지에서보다는 염 농도를 절반 혹은 1/4로 줄인 처리

구에서 엽록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Tosilee 배지에서는 기본 MS 배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1/2 MS와 1/4 MS 배지 순서로 처리간 차이를 나타냈다.
발근 단계(Stage III)에서의 딸기 미세번식을 위한 MS 배

지의 적정강도를 규명하고, 자가영양배양을 위한 새로운 배

지를 탐색하기 위해 agar와 Tosilee(공정육묘용 상토) 배지

에서 딸기 소식물체의 생장을 비교 실험한 결과 식물조직 

배양시 딸기 소식물체는 지지물로 agar를 사용할 경우 1/2 
MS 배지에서 배양한 것이 1/4 MS 배지나 기본 MS 배지보

다 초장과 근장 등이 유의성 있게 컸다. 이로써 딸기 소식물

체는 염에 약한 작물이며, 딸기 조직배양시 agar 배지만을 

사용할 경우 1/2 MS 배지를 사용하여 염류 농도를 1/2로 

줄여줌으로써 그 밖의 이온의 흡수를 돕고 생육의 극대화 

및 배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물질의 낭

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Kozai et al.(1991)가 보고한 

광독립영향배양 하에서 딸기 소식물체의 급속대량 증식을 

위해 배지의 양액농도를 낮춰줌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보

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기내 조직 배양시 배지의 이용가능

성에 대한 물질로서 본 실험에 도입한 유기질 배지인 Tosilee 
상토에서는 agar 배지의 1/2 MS 강도에서 생육할 때보다 

Tosilee 배지에서 기본 MS 배지의 조건에서 초장, 근장, 생

체중 및 건물중, 엽면적 등에서 월등한 생육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공기유통이 불량하고 양분흡수가 원활하

지 않은 agar보다는 공정육묘용 상토를 기내에 직접 도입함

으로써 기내 사용은 물론 기외 이식시의 미생물 오염과 병

해충의 감염을 회피하기 위한 agar의 제거에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딸기조직배양에 있어 급속대

량증식과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번식에서 공정육묘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   록

본 연구는 딸기 소식물체의 급속대량 증식을 위한 기내배

양에서 적정한 지지물과 최적의 MS 배지 이온강도를 구명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딸기(Fragaria ananassa ‘Houkouwase’) 
절편체는 지지물로 agar와 Tosilee(상업적 플러그 육묘용 배

지) 배지를 사용하고, 공급된 MS 배지는 기본 MS(대조구), 
1/2 MS, 1/4 MS의 강도로 공급하여 자가영양배양 하에서 

미세증식하였다. Agar 배지에서 생육을 비교했을 때 1/2 
MS 강도에서 초장과 근장이 가장 길었다. 또한 1/2 MS 강
도에서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중, 그리고 엽면적이 1/4 MS와 

기본 MS 강도에서보다 우수했다. 기본 MS의 Tosilee 배지

에서 딸기 소식물체를 배양했을 때 초장, 근장, 지상부와 지

하부의 생체중과건물중이 agar 배지에서 배양했을 때보다 

더 양호했다. 자가영양배양을 통한 기내미세번식 딸기 소식

물체는 1/2 MS 강도의 agar 배지에서 배양하기보다는 기본 

MS 강도의 토실이배지에서 가장 우수한 생육을 나타냈다.

추가 주요어 : 자가영양배양, 절편체, 미세증식, MS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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