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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메닥나무 (Daphne pseudomezereum var. koreana)는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도의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한국 자

생종이다. 최근 자생지가 축소되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 두메닥나무의 추출물은 

화장품 등에 유용한 소재로 이용되나 식물체의 번식 효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두메닥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과 생물소재로 활용을 위해 대량증식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온실에서 자란 두메닥나무의 액아를 포함한 줄기절편을 생

장이 우수했던 WPM 배지를 기본 조성으로 하여 BA와 GA₃를 혼용 처리한 4가지 배지에서 기내줄기의 정단의 유무에 

따른 줄기생장과 신초유도를 비교하였다. 두메닥나무는 정아가 포함된 절편체는 BA 8μM + GA₃8μM 조성에서 줄기생장

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정아가 존재하지 않을 때 BA 8μM + GA₃8μM 조성에서 신초유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반면 발근

유도는 NAA 1μM, NAA 5μM, NAA 10μM 조성 모두 발근이 발생하지 않은 대신 잎과 줄기가 생장하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Daphne pseudomezereum var. koreana is native to Korea and is distributedin Kangwon-do, Jeollabuk do, 
and Gyeongsang-do. This economically valuable species has experienced a dramatic decrease in natural habitat due to 

climate change and is difficult to cultivat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 mass propagation method for D. pseudomezereum 
through in vitro culture and genetic resource preservation.WPM medium was better than the MS medium for shoot 
growth. As a result, we compared the shoot number and length of apical (W/AP) and non-apical shoots (W0/AP) with 

BA and GA3 treatments in WPM medium. Their shoots and length grew well in both BA 8ìM + GA₃8ìM-treated apical 
shoot and without-apical shoot. NAA did not effectively induce rooting of the in vitro plan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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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두메닥나무(D. pseudomezereum var. koreana)는 한국의 

팥꽃나무과 팥꽃나무 속에 속하는 한국의 자생종으로, 

높이가 30~50 cm에 이르는 낙엽활엽관목으로 한라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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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 태백산 및 강원도 일대 해발 500~700 m의 고산지

대에 자생한다(Lee, 2004). 두메닥나무의 줄기는 회갈색

을 띠며, 잎은 호생하고 도피침형으로 길이 3~5 cm, 폭 

0.8~1.8 cm로 끝은 둥글거나 뾰족하고 밑 부분은 쐐기 모

양이다. 암수딴그루로 꽃은 4~6월에 전년지 끝의 엽액에

서 발달하며 2~5개의 꽃이 달리고 열매는 장과이며 붉게 

익는다. 팥꽃나무(D. genkwa Siebold & Zucc.)보다 키가 

작고 잎이 어긋나며, 팥꽃나무는 3~5월에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두메닥나무는 잎이 핀 다음에 꽃이 피는 차이

점이 있다. 두메닥나무는 삽목번식이 어렵고 종자 번식

이 주를 이루지만, 자생지의 개체 수가 적어 종자 확보에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ISSN 2586-6613(Print), ISSN 2586-6621(Online)
http://e-journal.kfs21.or.kr

J. Korean Soc. For. Sci. Vol. 109, No. 2, pp. 189~194 (2020)
https://doi.org/10.14578/jkfs.2020.109.2.189

189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09권 제2호 (2020)190 

어려움이 있다(Han, 2000). 두메닥나무는 고산지대의 석

회암지대에 서식하는 북방형 식물이고, 강한 음지를 선

호하며 세계적으로 분포 범위가 좁고 분재용 수목으로 

개발 가능성이 크며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번식이 까다롭다는 특성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

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메닥나무의 잎과 줄기 

추출물은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효소인 티로시나

아제 활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Lee and Lim, 2017), 염

증 관련 인자인 질소산화물 및 TNF-α의 생성 억제를 통

해(Oh et al., 2014)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처 지질 축적을 완화하고, 인슐린 내성

을 완화하고 간세포 포도당 섭취를 촉진할 수 있어 만성

간질환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ayun et al., 2019). 두메닥나무 추출물은 헤

르니아인, 디오스메틴 등의 유효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상업적인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Konishi et 

al., 1993). 따라서 두메닥나무를 경제 수종 목적과 유전

자원 보존을 위해 대량증식법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 기

내번식법을 이용하면 모체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영양

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존

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원 보존뿐만 아니라 생리활성 원

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다양한 생리활성을 밝

히는 연구가 가능해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

금까지 두메닥나무의 외부형태학적 특성 및 서식환경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Lee, 2017) 기내배양을 통한 

대량증식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물체 대량생산을 위한 두메닥나무의 효율적

인 기내 대량증식법의 확립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 재료

본 연구에 이용된 실험재료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채집하여 강원대학교 산림자원

학과 온실에서 생장한 개체로 2018년 봄에 새로운 줄기

를 채취하여 기내배양을 시작하여 본 실험 전 호르몬이 

첨가되지 않은 배지에서 한 달간 배양한 후 절편체를 채

취하여 사용하였다.

 

2. 기내배양 

기내 줄기생장에 적합한 배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MS 

(Murashige and Skoog Medium, 1962)와 WPM(Llyod and 

McCown Woody Plant Medium, 1981)배지에 sucrose 30 

g/L, agar 4.5 g/L, gelrite 1.25 g/L를 첨가한 후 pH는 WPM 

5.5, MS 5.8로 조정하고 전자레인지에서 한천을 녹인 후 

시험관에 각 8 ml씩 분주한 뒤 고압 멸균기(121℃)에서 

20분간 멸균하였다. 절편체는 0.5 cm 길이로 조제하여 각 

배지에 치상하였고, 25°±1℃에서 LED (Red : Blue = 4 : 

1) 광조건에 16/8 (명/암) 주기로 배양하였으며 배양 1주, 

2주, 3주, 4주차에 생장량(생중량과 줄기길이)을 측정했

다. 생중량은 무균배양대 내에서 분석용 전자저울을 사용

하여 측정했고, 길이는 사진 촬영 후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cm 단위를 설정하고 각 식물체의 길이를 측정

하였다. 모든 식물체의 배지 조성 조건, 배양환경과 측정

방식은 동일하게 시행했다. 다경신초 유도를 위해 MS 배

지와 WPM 배지에 생장호르몬 BA (6-Benzylaminopurine)

와 GA3 (Gibberellic Acid)를 다양한 농도로 조절하여 호르

몬의 농도를 다양하게 각각 다르게 한 뒤 4주, 8주차 각각

의 성장량을 비교하였다. 처리구는 무처리(대조구), BA 2μ
M + GA3 2μM,  BA 4μM + GA3 4μM, BA 8μM + GA3 

8μM 총 4가지로, 두메닥나무의 식물체의 정단이 있는 줄

기와 정단이 없는 줄기의 절편체를 각각 0.5 cm 길이로 치

상하였다. 발근 유도를 위해선 WPM 배지를 기본 조성으로 

하여. 뿌리발생유도 호르몬인 NAA (1-Naphthaleneacetic 

acid)를 각각 1, 5, 10 μM의 농도로 처리하고, pH는 5.5로 

조정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으로 둘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실험요인에 대한 여러 개의 다른 처

리 반응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는 Two-way ANOVA 분석

을 수행했다. SPSS를 이용하여 독립변수 호르몬 처리구

와 배양 기간을 기준으로 두메닥나무의 줄기 수와 줄기 

길이를 하나의 종속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기초통계량을 산출하고 각 

호르몬 처리구간에 동질적 부분집합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기내식물체 유도조건에 따른 생장비교

MS와 WPM배지에 호르몬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두메닥나무 절편체를 0.5 cm씩 조제 후 치상하여 4주간 

배양한 뒤 식물체의 생장량(생중량과 줄기길이)을 조사

하였다. MS배지와 WPM배지 모두 길이가 지속해서 증

가했고, 전반적으로 WPM배지에서 생장이 우세하였다 

[Figure 1(a)]. 생중량을 비교하였을 때 두 배지 모두 생중

량이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MS배지는 1주에서 2주차 사

이에 0.002 g이 감소하였고, WPM배지는 2주에서 3주차 

사이에 0.003 g이 감소했는데[Figure 1(b)] 이는 다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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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Shoot length (a) and fresh weight (b) on two different media (MS and WPM) for 4 weeks of culture.

Weeks Medium Shoot length (cm) Fresh weight (g)

1W
MS　 0.78±0.021 0.04±0.008

WPM 0.84±0.036 0.04±0.005

2W
MS 0.90±0.037 0.03±0.002

WPM 0.96±0.043 0.07±0.018

3W
MS 0.98±0.046 0.05±0.003

WPM 1.18±0.055* 0.06±0.008

4W
MS 1.23±0.074 0.05±0.004

WPM　 1.38±0.095 0.07±0.009*

* The different letters in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 < 0.05  by t-test.

Table 1. D. pseudomezereum apical shoot length and weight compare in MS and WPM media.

종의 기내배양에서 일시적으로 식물체의 무게가 감소한 

현상과 같은 결과로 보인다. 생중량의 감소는 배양 식물

체의 잎이 탈락한 것이 원인이었고 이후 신초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생중량이 증가하였다. 두 배지 모두 잎이 탈

락하였고 탈락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후 새

로운 잎이 생장하여 생중량이 증가하였다. 기내배양에서 

잎이 탈락하는 원인은 배양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내에 에

틸렌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Goto et al., 

1980), 일반적으로 아배양에서 배지의 양분을 흡수하여 

기관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3주일에서 4주일이 

소요되므로 배양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잎 탈락 현상

이 나타난 것은 에틸렌 농도가 증가한 것보다는 절편체의 

상처 부위가 새로운 환경의 배지에 접촉하고 양분을 흡수

하기 전까지 적응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배지에서 생장한 줄기의 잎 조기 

탈락과 잎 말림 등이 발생해 잎의 탈락과 변색을 막기 위

해 MS배지에 황산암모늄 250 mg/L, 황산칼륨 100 mg/L

을 첨가해 잎의 활력을 증진한 경우도(Husain and Anis, 

2009), WPM과 MS 배지 모두 황산칼륨이 포함되어 있지

만 낙엽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배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시 잎이 만들어지고 줄기가 생장하는 것으로 볼 

때 새로 조제된 절편체가 배지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독립표본 t 검정법을 사용하여 MS와 WPM의 길이 및 

무게 변화를 비교한 결과, 줄기길이는 3주차에 WPM배

지에서 생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05) 4주차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줄

기 무게는 4주차에 WPM배지에서 무게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1).

두 처리구에서 줄기 생장과 생중량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길이와 생중량 모두 배양 4주차의 

WPM배지에서 생장이 양호했다. 팥꽃나무속의 다른 종들

도 각각 MS와 WPM배지에서 생장량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팥꽃나무가 WPM배지에서 생육이 우수하다

는 보고가 있다(Kim et al., 2001). 이는 MS배지와 WPM

배지의 질산염과 같은 무기질의 농도 차이(Noshad et al., 

2009)와 우리나라 두메닥나무 자생지 토양의 높은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과 염기포화도 수치와 같은 토양 특성(Lee, 

2017)에 의한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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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장호르몬에 따른 신초유도와 길이생장

생장호르몬과 줄기의 정단 유무에 따른 신초유도 및 길

이생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단이 있는 줄기(W/AP)와 

정단이 없는 줄기(Wo/AP)를 구분하여 각각 호르몬을 처

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와 BA와 GA₃가 혼용 처리된 WPM

배지에 0.5 cm 길이로 치상하여 8주간 배양한 뒤 길이 생

장의 변화와 줄기 개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정단이 있

는 줄기(W/AP)는 4주차에 BA 8μM + GA₃8μM 배지에서 

2.23 cm로 1.73 cm 생장해 네 개의 처리구 중 가장 큰 변

화를 보였으며 BA 2μM + GA₃4μM, BA 2μM + GA₃2μM, 

무처리구(Control) 순으로 생장이 우수하였다. 8주차 또한 

BA 8μM + GA₃8μM 배지에서 3.28 cm로 가장 많이 생장

했고 나머지 처리구는 4주차와 같은 순으로 생장이 우수

하였다. 정단이 없는 줄기(Wo/AP)는 4주차에 BA 8μM + 

GA₃8μM 배지에서 2.09 cm 생장했고, BA 2μM + GA₃4μ
M, BA 2μM + GA₃2μM, 무처리구 순으로 생장이 우세했

다. 8주차는 BA 8μM + GA₃8μM 처리구가 3.08 cm, BA 

8μM + GA₃8μM 처리구가 3.09 cm로 두 배지에서 비슷한 

길이 생장을 보이며 길이 생장 시에는 정단이 있는 줄기

(W/AP)에 생장호르몬 BA 8μM + GA₃8μM을 첨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에 따른 줄기 개수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정단이 

없는 줄기가 정단이 있는 줄기에 비해 동일한 환경조건 내 

더욱 우수한 줄기 발생을 보였다(Figure 2). 정단이 있는 

줄기는 4주차, 8주차 모두 호르몬의 첨가에 따라 줄기 발

생이 증가하나 호르몬의 농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정단이 없는 줄기는 4주차에 호르몬의 첨가에 따라 

줄기 발생이 증가하나 8주차에서는 BA 8μM + GA₃8μM 

배지에서 줄기 발생이 가장 우세했다. 독립표본 T 검정법

을 사용하였을 줄기 길이는 8주차의 BA 2μM + GA₃4μM 

처리구(Table 2), 줄기 발생은 8주차의 BA 8μM + GA₃8μ
M 처리구(Table 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BA와 GA₃의 처리농도가 높을 때 길이 생장

에 효과가 있었으나, 길이 생장을 위해 배양을 할 때 4주

차와 8주차 간의 생장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길이 

생장을 목표로 한다면 정단의 유무와 관계없이 4주간 배

양하는 것이 적합하고 줄기유도를 목적으로 할 땐 정단을 

제거하고 8주간 배양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3. 발근유도 

발근유도를 위해 팥꽃나무속 종의 발근유도 실험에 관

한 연구결과(Hanus, 2012) IBA보다 다경줄기 유도에 우

수한 NAA를 WPM배지에 첨가하여 뿌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두메닥나무는 NAA 1, 5, 10 μM 처리구와 무처리

 

W/AP

Wo/AP

Figure 2. In vitro shoot multiplication of two different explants (with apical meristem or without apical meristem)
of D. pseudomezereum for 8 weeks on W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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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omone 4W W/AP 8W W/AP 4W W0/AP 8W W0/AP

Control 1.55±0.07a 2.02±0.15a 1.51±0.09a 2.15±0.14a

BA 2μM + GA₃2μM 1.97±0.16ab 2.76±0.17b 1.96±0.09b 2.44±0.10a

BA 2μM + GA₃4μM 2.05±0.11b* 2.79±0.17bc* 2.41±0.11c* 3.09±0.12b*

BA 8μM + GA₃8μM 2.23±0.06b 3.28±0.17c 2.59±0.07c 3.08±0.14b

4W W/AP = With apical meristem cultured for 4 weeks
8W W/AP = With apical meristem cultured for 8 weeks 
*The different letters in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by t-test.

Table 2. The length of shoots with apical meristem (W/AP) or without apical meristem (Wo/AP)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hormones (culture for 8 weeks).

 

Horomone 4W W/AP 8W W/AP 4W Wo/AP 8W Wo/AP

Control 1.00±0.0a 1.11±0.11a 0.96±0.07a 1.14±0.07a

BA 2μM + GA₃2μM 2.10±0.23b 4.60±0.34b 2.04±0.18b 4.96±0.52b

BA 2μM + GA₃4μM 2.75±0.45b 5.00±0.78b 2.52±0.18b 7.04±0.57b

BA 8μM + GA₃8μM 2.50±0.34b 5.60±0.67b 2.68±0.20b 9.96±0.78c

4W W/AP = With apical meristem cultured for 4 weeks
8W W/AP = With apical meristem cultured for 8 weeks
4W W0/AP = With non-apical meristem cultured for 4 weeks
8W W0/AP = With non-apical meristem cultured for 8 weeks 

Table 3. The average shoots number and standard error with apical meristem (W/AP) or without apical meristem (Wo/AP)

A B C D

Figure 3. Shoot growth on WPM supplemen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NAA for rooting, A, 
control; B, NAA 1 μM; C, NAA 5 μM; D, NAA 10 μM.

구 모두에서 뿌리 발생 없이 줄기와 잎의 발생, 길이 생장

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일반적으로 

기내배양에서 고농도의 옥신은 식물에서 뿌리형성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나(Cheong, 2018a, b) 두메닥나

무의 경우 NAA는 줄기생장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두메닥나무 절편체에서 줄기유도 시 생장호

르몬 BA, GA₃뿐만 아니라 NAA의 효과를 고려하여 적정 

배양조건을 구명하고, 뿌리 유도는 NAA가 아닌 옥신 호

르몬 또는 옥신 외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팥꽃나무속은 뿌리 유도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두메닥나무와 같은 팥꽃나무속에 속하는 Daphne 
cneorum은 뿌리 유도 시 NAA가 첨가되면 뿌리 유도가 일어

나지 않은 특징을 가지는데(Mala and Bylinský, 2004) 두메

닥나무도 NAA가 뿌리 유도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기내배양은 아니나 팥꽃나무속 식물의 뿌리유도에 

IBA, IAA 호르몬을 단독 혹은 혼합 첨가한 용액(1~5 ppm 

저농도)에 일정 시간(약 15분) 침지한 후 배양하는 것이 

팥꽃나무속의 뿌리유도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Noshad et 

al., 2009)를 보면 팥꽃나무는 매우 낮은 농도의 호르몬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내배양실험에서는 낮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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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만 수 주간 배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기외에서 

처리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결  론
 

두메닥나무는 기내식물체 유도 시 WPM배지가 MS배

지 보다 생장량 (생중량과 줄기길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호르몬에 따른 정단 유무별 줄기발생과 길이생장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단이 있는 줄기와 없는 줄기 모두 

BA 8μM + GA₃ 8μM 처리구에서 생장이 가장 우수했다. 

4주차와 8주차의 줄기길이를 비교했을 때 호르몬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길이 생장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만 4주차와 8주차의 생장량 차이가 크지 않아 길이 생장

을 목표로 할 때는 4주간의 배양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줄기 유도 시 4주차는 BA 2μM + GA₃4μM 처리구

에서 가장 많은 줄기가 발생하였고, 8주차는 BA 8μM + 

GA₃8μM 처리구에서 가장 많은 줄기가 유도됐다. 따라

서 두메닥나무는 8주차까지 배양했을 때 정단이 있는 줄

기와 없는 줄기 모두 BA와 GA₃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생

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근유도는 NAA 호

르몬을 처리하였을 때 뿌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새로운 

줄기가 발생과 더불어 잎이 생장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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