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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llus-mediated regeneration protocol for
sea-milkwort, an endangered coastal plant species in South
Korea, is reported here. The explants of in vitro-plantlets
generated from a node culture revealed distinguishable
responses in callus induction depending on genotype,
explant source, light condition, and 2,4-D concentration.
Especially, continuous darkness exclusively facilitated callus
induction from explants prior to other treatments. The calli
initiated on the media with 2,4-D ranging from 0.1 mg/L to
3.0 mg/L in the dark vigorously proliferated when subcultured on the same media in continuous darkness. Given
1.0 mg/L zeatin in addition to darkness to the calli of the
‘Pistachio’ genotype, normal adventitious shoots were only
regenerated from nodular structures that formed earlier from
the calli at the frequency of 24.4 percent. Regenerated shoots
easily grew into plantlets with roots and green color on a
phytohormone-free MS medium under lighted condition,
that were used for node culture as plant materials. Node
culture effectively multiplied plantlets in accordance with
protocol by Bae et al. (2016). Acclimatized plantlet clusters
developed mature plant clusters under inl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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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by flowering the following April. Results were
merged with node culture protocol suggested by Bae et al.
(2016), which, as an in vitro propagation system for
sea-milkwort, may contribute to natural habitat restoration.
Keywords Myrsinoideae, Genotype, Nodular structure,
Organogenesis, Pseudo-annual

서 언
APG III 분류체계에서 자금우아과(Myrsinoideae)에 속한 갯
봄맞이는 유사일년생(pseudo-annual) 초본으로 염습지에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현재
울산과 포항 해안가 일부 지역에서만 극히 소규모 개체군이
자생한다(APG III 2009; IUCN 2015; Jerling 1988a; Jerling
1988b; NIBR 2012; Son et al. 2011). 갯봄맞이가 우리나라에서
절멸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당국은 최근 한국
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에 취약(VU: vulnerable)
종으로 구분하는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
여 보호하고 있다(NIBR 2012).
멸종위기 생물종의 경우 자생지(서식지) 보전, 자생지 내･
외 개체군 보전과 더불어 손상된 자생지의 복원을 위한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식물종의 경우 기내배양 기
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Bunn et al. 2011; Pence 2011;
Pence 2013; Sahai et al. 2010). 멸종위기 식물종의 복원을 위한
증식에 기내배양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재료
식물체가 필요하며, 진정한 의미의 복원을 위해서는 복원용
으로 증식된 집단이 기존 자생지(hot spot)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료
수집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자생지 파괴 또는 교란을 회피
하면서도 가능한 한 다양한 유전자형으로부터 기내배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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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식물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Bae et al. (2016)은 자생지 교란을 회피하면서도 유전
적 다양성이 풍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갯봄맞이의 종자를 기
내 파종하여 얻어진 유식물체에서 마디를 절취하여 배양함
으로써 효과적으로 식물체를 증식할 수 있고, 갯봄맞이가
생태적으로 해안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증식하여
순화된 식물체가 담수관수 내륙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생활
환을 완성한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 Bae et al. (2016)의 연구에서 절편으
로 활용한 마디와 더불어 버려졌던 뿌리와 잎 절편으로부터
캘루스를 유도･증식 한 후 이로부터 식물체를 재분화 시키
는 일련의 배양조건을 구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캘루스로부터 재분화된 유식물체는 기내증식
(Bae et al. 2016)의 재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는 증식시 이용 가능한 절편체의 부위를 확대
함에 따라 희귀 유전자원인 갯봄맞이 기내 증식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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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형을 본 연구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Fig. 1A, 1B).
기내 파종한 후 생육한 유식물체로부터 마디를 절취하여
BA (Sigma-Aldrich, USA) 0.5mg/L가 첨가된 MS배지(MS: Murashige
and Skoog 1962) (Duchefa Biochemie, Netherlands)에서 배양하
여 다신초를 얻고, 각 신초의 마디는 동일한 배지에 계대배
양 하는 방식으로 식물체를 증식하였다(Bae et al. 2016). 증식
된 유식물체(초장 약 4cm)에서 절편을 취하여 캘루스 유도
용 재료로 사용하였는데, 절편으로는 각 유전자형의 유식물
체로부터 액아를 포함하는 약 0.5cm 길이의 마디, 근단을 포
함하는 약 1.0cm 길이의 뿌리 및 ‘PT’에서만은 추가적으로
잎 전체가 사용되었다.

절편으로부터 캘루스 유도
캘루스 유도용 배지로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2,4-D:
Sigma-Aldrich) 0.1~3.0mg/L, sucrose (Duchefa Biochemie) 30g/L
및 Plant agar (Duchefa Biochemie) 8g/L가 첨가되고 pH는 5.8로
조정된 MS배지를 사용하였다. Petri접시당 동일부위 절편 5
개를 치상하였고 처리마다 10개 Petri접시를 사용하였다. 배
양물은 25±2℃에서 명배양(16hr 70μmol･m-2･s-1/8hr darkness)
또는 연속 암배양 하였다. 절편을 캘루스 유도배지에 치상
한 8주 후 캘루스 형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갯봄맞이 식물체의 줄기와 꽃의 색을 기준으로 Bae et al.
(2016)이 구분한 ‘Red type’ (RT)과 ‘Pistachio type’ (PT) 등 2개

Fig. 1 Phenotypes of two sea-milkwort accessions, and different response in callus induction and their proliferation depending on
genotype, explant type, 2,4-D concentration, and light condition. A: ① flower of ‘RT’ genotype, ② flower of ‘PT’ genotype; B:
① plantlet of ‘RT’, ② plantlet of ‘PT; C: ①-③ node, root and leaf explants without calli of ‘RT’ or ‘PT’, respectively, under lighted
condition, ④-⑥ node, root and leaf explants with abundant calli of ‘RT’ or ‘PT’, respectively, under continuous darkness; D:
proliferated calli of ‘RT’ (①, ②) and ‘PT’ (③, ④). Arrows indicate parts with red color in the ‘RT’ gen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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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루스의 증식
유전자형, 절편의 종류, 2,4-D 첨가농도 및 광조건을 달리한
총 24처리에서 캘루스 형성율과 발생한 캘루스의 양을 조사
한 후 각 유전자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상위 2개 처리
에서 얻어진 캘루스를 직경 약 3mm로 분할하여 동일한 조성
의 배지로 각각 이식한 후 연속 암조건으로 배양하며 그 증
식을 유도하였다. Petri접시당 9개 캘루스 clump를 치상하였
으며 처리당 10개 Petri접시를 사용하였다. 캘루스 증식 정도
는 배양 5주후 조사하였다.

증식된 캘루스로부터 재분화 유도
각 유전자형에서 증식 정도가 가장 우수한 처리에서 유래한
캘루스를 선택하여 직경 약 5mm clump로 분할한 후 시토키닌
의 종류는 다르고 농도는 1.0mg/L로 고정되어 첨가된 배지에
치상한 후 명배양 또는 연속 암배양 하며 재분화를 유도하였
다. 캘루스 clump는 Petri접시당 9개를 치상 하였으며 처리당 5
개의 Petri접시를 사용하였다. 8주후 재분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재분화 신초의 생장과 발근유도, 마디배양, 생활환 관찰
암배양한 ‘PT’ 유전자형 캘루스에서 재분화된 신초를 식물
생장조절제 무첨가 MS배지에 치상하여 명배양 함으로써
식물체의 녹화, 발근 및 생장을 유도하였다. 생장한 유식물
체는 서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 보고된 갯봄맞이의 마디배
양을 통한 증식체계와 통합하고자 Bae et al. (2016)의 방법에
따라 마디 배양을 수행하여 다신초를 획득하였다(결과 및
고찰 참조). 기내에서 증식된 다신초는 뿌리 등에 묻은 배지
를 흐르는 수돗물로 완전히 제거한 후 상업용 상토(참사랑,
Nongwoo Bio, Korea)가 담긴 50공 plug tray에 이식한 후 수돗
물로 상토를 포화시켰다. 관수 후 plug tray는 55×35×15cm 플
라스틱 박스에 넣고 박스 상부를 투명한 필름으로 씌운 후
배양실(25±2℃, 16hr 70 μmol･m-2･s-1/8hr darkness, RH 65%)에
서 기외 순화를 진행하였다.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필름에
구멍을 뚫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의 외기에 적응시
켰다. 순화가 완료된 식물체는 8월 상순 경북대학교 상주캠
퍼스의 무가온 플라스틱 필름 온실(coordinate N36˚22’46”/E128
˚08’51”)에서 수돗물로 관수하며 자연기상 하에서 재배하였
고 그 생육과정을 이듬해까지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전자형, 절편의 종류, 광조건 및 2,4-D 첨가농도가 캘루스
유도에 미치는 영향과 선발 캘루스의 증식
‘RT’ 기내 유식물체로부터는 마디와 뿌리를, ‘PT’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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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와 뿌리 및 잎을 절취하여 2,4-D 농도를 달리한 배지에
치상한 후 광조건을 달리하여 배양하였을 때 처리간 뚜렷하
게 다른 캘루스 형성반응을 보였다(Table 1, Fig. 1C). 특징적
인 것은 유전자형, 절편의 종류 및 2,4-D 첨가 농도에 무관하
게 명배양의 경우는 캘루스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극
히 미미한 반면 연속 암배양에서는 각 유전자형이 절편의 종
류와 2,4-D 첨가 농도에 의존하여 캘루스를 형성시켰다
(Table 1). ‘RT’의 경우는 마디를 2,4-D 1.0 또는 3.0mg/L 첨가
한 배지에(Fig. 1C④), ‘PT’는 뿌리를 2,4-D 0.1 또는 1.0mg/L
첨가한 배지에(Fig. 1C⑤)에 각각 치상한 후 연속 암배양 했
을 때 가장 왕성하게 캘루스가 형성되었다. 유기된 캘루스
는 처리에 따른 외형적 차이가 없었고 다양한 식물 종에서
보고된 체세포배발생 캘루스와 유사하게 황색을 띄고 잘 부
스러지는 특징을 보였지만(Ikeuchi et al. 2013: Raghavan 2004;
Tomes and Smith 1985) 본 연구를 통틀어 어떠한 체세포배발
생도 관찰되지는 않았다.
캘루스 형성에 유전자형, 절편의 종류, 배지조성 및 광조
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보고(Farhadi
et al. 2017; Scalzo et al. 20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갯봄맞
이가 속한 Glaux 속 식물의 기내배양을 통한 캘루스 유도에
관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갯봄맞이 캘
루스 유도에 암배양이 필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4-D 1.0 또는 3.0mg/L 첨가배지에 ‘RT’ 마디를 배양하여
유기된 캘루스와 2,4-D 0.1 또는 1.0mg/L 첨가배지에 ‘PT’ 뿌
리를 배양하여 유기된 캘루스를 대상으로 각각 동일한 조성
의 배지에 이식하여 연속 암배양 하면서 캘루스의 증식을 도
모하였다. 생장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캘루
스가 왕성하게 생장하여 증식되었고 증식된 캘루스는 절편
또는 유전자형에 따른 외형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Fig. 1D).

캘루스로부터 신초 형성에 미치는 유전자형, 광조건 및 시토키
닌의 효과
각 유전자형에서 생장이 가장 왕성하였던 처리에서 유래한
캘루스를 생장조절제 무첨가 배지와 3종의 시토키닌(BA,
zeatin, TDZ)이 각각 1.0mg/L 첨가된 배지에 이식하고 광조건
을 달리하여 배양함으로써 재분화를 유도하였다. ‘RT’ 캘루
스는 명･암배양 모두에서 대부분 미미하게 생장하거나 일
부 생장이 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흰색 또는 수화된 불투명
한 외형을 나타내다가 갈변하였으며, 명배양에서는 아주 드
물게 붉은색 색소가 침착된 캘루스가 생장하였다(자료 미제
시). 즉, ‘RT’ 캘루스에서는 신초나 뿌리 등의 기관 분화는 전
혀 관찰할 수 없었다. 반면, ‘PT’ 명배양 캘루스는 생장과 더
불어 녹화가 진행되었고 배양 6주후부터 생장조절제 무첨
가 배지 및 zeatin과 TDZ가 1.0mg/L 첨가된 각각의 배지에서
마디구조(nodular structure)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Fig.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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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inguishable responses depending on genotype, explant type, lighted condition, and 2,4-D concentration in callus induction
of sea-milkwort
Explant generating
Amount of callus within
callus (%)
explant with callus
‘Red type’
Node
16hr light/8hr Dark
0.0
0.0 f
-a
0.1
0.0 f
1.0
0.0 f
3.0
4.0 e
+
Continuous dark
0.0
0.0 f
0.1
14.0 d
+
1.0
50.0 a
++
3.0
56.0 a
++
Root
16hr light/8hr Dark
0.0
0.0 f
0.1
0.0 f
1.0
0.0 f
3.0
0.0 f
Continuous dark
0.0
0.0 f
0.1
14.0 d
+
1.0
32.0 b
+
3.0
22.0 cd
+
‘Pistachio type’
Node
16hr light/8hr Dark
0.0
0.0 f
0.1
0.0 f
1.0
0.0 f
3.0
0.0 f
Continuous dark
0.0
0.0 f
0.1
40.0 c
+
1.0
68.0 a
++
3.0
62.0 ab
++
Root
16hr light/8hr Dark
0.0
0.0 f
0.1
8.0 e
+
1.0
0.0 f
3.0
0.0 f
Continuous dark
0.0
0.0 f
0.1
68.0 a
+++
1.0
70.0 a
+++
3.0
36.0 c
+
Leaf
16hr light/8hr Dark
0.0
0.0 f
0.1
0.0 f
1.0
0.0 f
3.0
0.0 f
Continuous dark
0.0
0.0 f
0.1
6.0 e
+
1.0
30.0 cd
+
3.0
8.0 e
+
Values in the column of ‘Explant generating callus (percent)’ within each genotype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percent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egree of callus induction: -, none; +, poor; ++, moderate; +++,
abundant.
Genotype

Explant

Lighted condition

2,4-D (mg/L)

zeatin 1.0mg/L 첨가배지에서 명배양된 캘루스에서 발생한
마디구조 일부는 뿌리가 길고 신초는 빈약한 불완전한 어린
식물체로 분화를 이어갔다(Fig. 2A). 그 빈도는 4.4%였으며
이것을 발근 유도 배지로 이식하였을 때는 모두 고사하였다
(Table 3). 한편 ‘PT’의 암배양 캘루스는 4종의 신초유도 배지
모두에서 생장을 지속하였으며 녹색 또는 붉은색 색소는 관
찰되지 않았다. 생장조절제 무첨가 배지와 zeatin 1.0mg/L 첨

가배지에서 배양 6주후 명배양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마디구조가 관찰되었고 zeatin 1.0mg/L 첨가배지에서만 마
디구조 일부(24.4%)가 정상적 신초로 분화하였다(Fig. 2A).
이 경우 뿌리구조는 관찰되지 않았다. 신초의 분화 전 모조
직 또는 캘루스에서 마디구조가 먼저 형성되는 경우가 여러
식물 종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런 마디구조는 식물체 증식
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de Souza et al. 2017; Ha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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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liferation of collected sea-milkwort calli after subculture on the same media under continuous darkness
Genotype

Source explant

2,4-D (mg/L)

Callus proliferation

‘Red type’

Node

1.0

+++

3.0

++

‘Pistachio type’

Root

a

0.1

++

1.0

+++

a

degree of callus proliferation: -, none; +, poor; ++, moderate; +++, vigorous

Table 3 Effect of genotype and cytokinin on shoot induction from callus in sea-milkwort
Genotype
‘Red type’

Callus origin
Explant

2,4-D (mg/L)

Node

1.0

Light condition

Cytokinin (mg/L)

Shoot induction rate (%)

16hr light/8hr dark

Free

0.0

BA 1.0

0.0

Continuous dark

‘Pistachio type’

Root

1.0

16hr light/8hr dark

Continuous dark

zeatin 1.0

0.0

TDZ 1.0

0.0

Free

0.0

BA 1.0

0.0

zeatin 1.0

0.0

TDZ 1.0

0.0

Free

0.0

c

BA 1.0

0.0

c

zeatin 1.0

4.4

b

TDZ 1.0

0.0

c

Free

0.0

c

BA 1.0

0.0

c

zeatin 1.0

24.4 a

TDZ 1.0

0.0

c

Values in the column of ‘Shoot induction rate (percent)’ within ‘PT’ genotype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percent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okoyama et al. 2011). 한편, 식물 종에 따라, 또는 동일 종의
재분화를 위한 배양단계에 따라 광을 요구하는 경우와 요구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Compton 1999; Curuk et al. 2003;
Leshem et al. 1995). 갯봄맞이의 경우는 본 연구에 관한 한 캘
루스의 유도 증식 뿐 아니라 신초의 초기 분화를 위해서 광
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Table 3, Fig. 1C,
1D, Fig. 2A).

신초의 발근과 생장, 마디배양, 기외 이식, 생활환의 관찰
‘PT’ 캘루스를 zeatin 1.0mg/L 첨가한 배지에서 암배양 함으
로써 얻어진 신초를 기 보고된 마디배양(Bae et al. 2016)을 위
한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분화된 신초를 생장조절제 무첨
가 MS배지에 이식한 후 명배양 하였다. 연갈색의 신초는 이
식과 더불어 점차 녹화하였으며 배양 약 4주후 정상적 잎과
뿌리가 형성된 식물체로 생육하였다(Fig. 2B). 이 단계의 유

식물체는 기내 파종한 7주 후 실생과 비등한 크기에 도달한
것이며 다신초 유도를 위한 마디배양 재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유식물체의 정단부와 마디를 분할한 후 모두를 BA
0.5mg/L와 IAA 0.5mg/L가 혼용 첨가된 MS배지에 치상하여
다신초를 유도하였을 때 Bae et al. (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마디당 신초 수, 신초의 평균 초장 및 발근 양상을 나타냄으
로써(자료 미제시) ‘PT’ 캘루스 배양에서 유래한 유식물체
도 마디배양을 위한 효과적 재료로 활용될 수 있고 본 연구
를 통해 얻어진 일련의 결과는 기 보고된 마디배양 체계에
통합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신초 cluster는 기외 순화
에서 모두 생존하였고 온실 자연환경 재배에서 정상적으로
생육하였다(Fig. 2B). Bae et al. (2016)의 보고와 일치하게 당
해 연도에는 개화 없이 생육만 지속하다가 겨울철이 다가옴
에 따라 지상부와 뿌리는 고사하였고 하계 지하부에서 생장
한 offshoot의 선단에서 발생한 휴면아(hibernacle)가 월동하
였으며 이듬해 봄에 맹아 하여 생육을 재개한 후 4월 14일경

176

J Plant Biotechnol (2017) 44:171–177

Fig. 2 Responses of ‘PT’ calli on media with 1.0mg/L cytokinins under different lighted conditions (A), and further growth and
development of acclimatized plantlets ex vitro (B) in sea-milkwort. Arrow heads with common letters represent nodular structure (N),
root (R), shoot (S), and flower, respectively

개화하였다(Fig. 2B, Bae et al. 2016). 캘루스에서 재분화한 식
물체의 마디배양을 통해 증식･순화된 식물체는 내륙 담수
관수 자연환경에서 Bae et al. (2016)와 Jerling (1988b)의 보고
와 정확히 일치하는 생활환을 나타내었다.

적 요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해안식물로 지정된 갯봄맞이의 캘
루스배양을 통한 재분화 프로토콜을 보고한다. 마디배양을
통해 육성한 기내 유식물체의 절편은 유전자형, 절편의 종
류, 광조건 및 2,4-D 첨가농도에 따라 캘루스 형성에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다른 처리와는 무관하게 연속 암배양
이 절편으로부터 캘루스 유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4-D 0.1-3.0mg/L 농도 범위의 배지에서 유도된 캘루스를 동
일한 조성의 배지로 이식하여 암배양했을 때 왕성하게 캘루
스가 증식하였다. 연속 암조건에서 zeatin 1.0mg/L 첨가배지
에 ‘Pistachio’ 유전자형의 캘루스를 배양했을 때만 유일하게
정상적인 신초가 재분화 되었고, 이 때 신초는 캘루스로부
터 형성된 마디구조에서 발달하였으며 신초의 재분화율은
24.4%였다. 재분화 신초를 식물호르몬 무첨가 배지로 이식
하여 명배양 했을 때 지상부 녹화와 더불어 뿌리가 발생하여
유식물체로 발달하였다. 기내 유식물체를 기 보고된 마디배

양 프로토콜(Bae et al. 2016)에 따라 배양했을 때 효과적으로
유식물체를 증식시킬 수 있었다. 기외 순화시킨 유식물체는
내륙 자연 환경하에서 성숙식물체로 생육하였으며 이듬 해
4월에 개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ae et al. (2016)이 제안
한 마디배양 프로토콜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고, 통합된
프로토콜은 갯봄맞이의 기내 번식 시스템으로서 갯봄맞이
자생지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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