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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a light-emitting diode (LED) on in vitro shoot growth and
rooting in teak (Tectona grandis L.). In the experiments with
apical bud explants, the greatest shoot elongation (3.2 cm)
occurred when they were cultured on DKW medium under
50% blue and 50% red LED mixture (BR), whereas no
differences in growth were observed in different light
sources (florescent light [F] or BR) or media (MS or DKW).
The highest number of shoot multiplication (2.4/explant) or
elongation (4.94 cm) was achieved with 0.5 or 1.0 mg/L
6-Benzyladenine (BA) treatment under BR. In addition, the
best rooting rate (93.8%) or root length (1.3 cm) was recorded
with 0.5 mg/L indole-3-butyric acid (IBA) treatment under
BR, and the highest root induction (3.1/explant) was observed
in 0.2 mg/L IBA under BR. The in vitro rooted plantlets were
hardened and survived well on soil.
Keywords Light-emitting diode, Micropropagation, Rooting,
Shoot multiplication, Tectona grandis L.

서론
티크(teak)는 꿀풀과(Lamiaceae)에 속하는 교목성 수종으로
(Singh 2016) 강수량이 900 ~ 3,800mm의 건조지역에서도 생
장이 좋으며(Salleh 1995), 특히 인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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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 티크는 목재의 질이 뛰어나고 견고하며, 결이 아
름다워 가구재, 선박재, 장식재 등의 최고급 목재로 널리 이
용된다(Tiwari et al. 2002). 또한 Sesquiterpenes이라는 정유성
분이 있어 흰개미의 피해를 받지 않아 아시아의 여러 열대지
역에서 생산하는 주요 목재 수종중 하나이다(Tiwari et al.
2002).
티크의 번식은 주로 실생묘 생산으로 이루어지나 종자가
적게 달리고 종피가 두꺼워 발아력이 저조하고(Nor Aini et
al. 2009), 또한 실생묘간의 생장 변이가 심해 양질의 수목을
얻기 위해선 오랜 기간의 육종이 필요하다(Monteuuis and
Goh 2015). 따라서 실생번식의 대안으로는 삽목, 접목 등의
무성번식과 조직배양 기법이 있는데(Mahalakshmi et al. 2018),
그 중 전통적인 접･삽목법을 이용하여 묘목을 대량생산하
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Goh and Monteuuis 2016). 한
편 조직배양 기법은 연중 개체 생산이 가능하고, 타 번식기
법에 비해 개체생산 효율이 높은 등 여러 장점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식물 수종의 기내 번식에 응용된다(Khan et al. 2015).
기내식물의 생장과 발달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데 그 중 광원(light)의 선택은 식물의 광합성과 광형태학
적 반응(photomorphogenic response)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Gupta and Jatothu 2013). Light-emitting
diode (LED)는 현재 기내 배양 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Li et
al. 2019), 그 이유로서는 원하는 특정파장의 이용, 균일한 조
도, 낮은 광원 온도 및 높은 내구성 등 여러 장점으로 조직배
양에 적합한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Hernandez and Kubota
2016; Mahalakshmi et al. 2018). 그 중 적색과 청색 LED 광원은
식물의 광합성 효율에 가장 좋은 파장으로 식물의 기내 배양
에 가장 많이 이용되며(Shukla et al. 2017), 최근에는 청색 또
는 적색 단일 광원보다 2가지 광원이 혼합된 LED 광원이 더
많이 이용되는데,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Gupta and Jatothu 2013). LED 광원을 이용한 조직배양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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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발생 효과로서는 소나무류 수종에서는 LED 광원이 형
광등보다 곁뿌리가 많이 발생하였고(Gupta and Jatothu 2013),
체세포의 발아와 재분화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Shubin 등
(2019)은 혼합 LED 광원이 아카시아(Acacia melanoxylon)의
생장과 뿌리 발달에 유리하다고 보고하는 등 다양한 수종에
서 그 연구결과가 있다.
티크 기관배양은 주로 최적 배지의 선정 및 생장조절제의
효과 구명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Goh and Monteuuis
2016; Monteuuis and Goh 2015; Singh 2016), 최근에는 백색
LED 하에서 티크의 기내 배양 효과에 관한 연구(Mahalakshmi
et al. 2018)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혼합광 LED 광원 처리
로 티크의 생장과 발근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혼합광 LED 광원 배양으로 티크의 기내 배
양된 줄기 생장과 발근율을 증가시켜 차후 대량증식이 가능
하다면 조직배양묘 실용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된다(Mahalakshmi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크
의 보다 효율적인 기내번식법 개발 일환으로 다양한 광원의
LED 조사 시 기내 줄기 생장, 발근 효과 및 기내 식물체 순화
시 뿌리 활착율 증진 등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였고, 냉백색의 형광등(Fluorescent lamp (F) 오스람사)을 대
조광으로 하여 티크의 생장과 발근을 비교하였다. LED system
의 분광특성은 각각 청색광 450 nm, 적색광 660 nm의 파장영
역에서 광합성 유효광량자 유입밀도(PPF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가 최대치를 나타내는 단색 LED 광원이
며, 이들 광원의 PPFD는 모두 40 µmol/m2/s로 조정하였다. 배
양환경은 24±1°C로 유지하고, 16시간 일장조건에서 6 ~ 8주
간 배양하였다.

재료 및 방법

BA 농도에 따른 줄기 증식 및 IBA 농도에 따른 발근 효과

식물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기내 식물재료는 인도네시아 산림청 산하
룸푄 양묘장에서 배양 중인 기내 배양체 일부분을 분양받아
본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내 배양체는 4주마
다 DKW 기본 배지(Driver and Kuniyuki 1984)에 계대 배양함
으로 증식 유지시켰으며, 실험에 이용된 절편체 조제는 정
아가 있는 줄기로 액아는 2 ~ 3개씩, 엽은 3 ~ 4개가 포함되
도록 하여 약 2.5 cm 길이로 절단하였다.

최적배지는 DKW로 선정하였고(Table 1), 줄기 증식은 DKW
배지에 0, 0.2, 0.5 및 1.0 mg/L BA를 각각 첨가하였으며 발근
유도는 1/2 DKW 배지에 0, 0.2, 0.5 및 1.0 mg/L IBA를 각각 조
성하였다. 줄기 증식 및 발근 유도 배지에는 3% sucrose, 0.7%
plant agar를 공통으로 첨가하였고, pH는 5.7로 맞추었다. 배
양환경은 냉백색의 형광등(F)을 대조광으로 하고 LED 혼합
광(청색 + 적색, 1:1)을 사용하여 위의 배양환경과 동일한 조
건에서 배양하였다. 광원 별 BA 농도에 따른 줄기 증식 및
IBA 농도에 따른 발근율 등은 배양 8주 후 조사하였다.

LED (Light-emitting diode) 조사 조건

유식물체 순화

LED system은 GFPR-1600C (Good Feeling ㈜)로 청색광과 적
색광 LED를 1:1 비율로 한 LED 혼합광 (이하 BR)을 사용하

줄기 길이 5 cm 정도로 자란 기내 식물체를 이용하여 인공 혼
합상토(peatmoss : vermiculite=1:1, v/v)에 이식 후 공중습도를

최적배지 선정
기내 유식물체의 정아 절편체를 MS 배지(Murashige and Skoog
1962)와 DKW 배지를 사용하여 줄기 유도 및 증식 정도를 비
교 후 최적배지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배지에는 3% sucrose
및 0.7% plant agar를 공통적으로 첨가하였고, pH는 5.7로 맞
추었다. 조제된 배지는 250 mL 배양병(64 × 110 mm)에 30 mL
씩 분주한 후 처리구 당 18 ~ 20개씩 5반복으로 배양하였고,
배양환경은 냉백색의 형광등(F)을 대조광으로 하고 LED 혼
합광(청색 + 적색, 1:1)으로 배양하였다. 광원별 배지 종류에
따른 각각의 줄기 유도 및 길이 효과는 배양 6주 후 조사하였다.

Table 1 Effect of two kinds of media (MS or DKW) on shoot induction or elongation under fluorescent light or 50% blue LED
+ 50% red LED in T. grandis. Explants were cultured on two kinds of medium without PGRs for 6 weeks of culture
Medium
MS
DKW
x

Light sourcex

No. of shoots/explant

Shoot length (cm)

F

1.2 ± 0.37

1.3 ± 0.39

BR

1.2 ± 0.37

1.7 ± 0.61

F

1.1 ± 0.30

1.7 ± 0.58

BR

1.2 ± 0.40

3.2 ± 1.01

F-fluorescent light; BR-50% blue LED + 50% red LED

J Plant Biotechnol (2019) 46:291–296

Fig. 1 Comparison of shoot induction or elongation on two
kinds of media (MS or DKW) under fluorescent light or 50%
blue LED + 50% red LED in T. grandis. F-fluorescent light;
BR-50% blue LED + 50% red LED

80%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관수하였고, 1일 16시간
광조명(40 µmol/m2/s) 및 25±1°C로 유지되는 순화실에서 20
개월간 순화시켜 후 생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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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Table 1). 그러나 줄기 길이 비교에서는 DKW
배지에서 BR의 경우 3.2 cm로 최대의 줄기 신장을 보여 형광
등 조사보다 2배 정도 높게 관찰되어 효과적이었다(Table 1).
그리고 MS 배지 및 DKW 배지의 BR에서 각각 1.7 및 3.2 cm
의 줄기 신장을 보여, 두 종류 배지 모두 LED 혼합광 처리가
형광등(MS 배지 1.3 cm 및 DKW 배지 1.7 cn)보다 줄기 신장
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 1). DKW 배지
의 BR 조사 시 엽의 크기가 더 크고, 줄기 또한 다소 더 굵고
진한 녹색을 띠어 동일 광원의 DKW 배지 혹은 동일 배지 내
에서 BR이 형광등보다 줄기 생장이 훨씬 더 양호해 보였다
(Fig. 1). 덩굴용담의 기내 줄기 배양 경우 DKW 배지 배양에
서 연녹색의 큰 잎이 달리고 줄기가 굵게 생장한 보고가 있
으며(Moon et al. 2009), 호두나무 기내 배양에서도 DKW 배
지(Driver and Kuniyuki 1984)가 널리 이용되어 목본 식물의
조직 배양 시 DKW 배지 이용은 보다 높은 줄기 생장 효율성
을 보인다. 이러한 광원의 효과는 그 종류에 따라 꽃눈 또는
액아의 형성, 줄기의 발달을 촉진하는 등 식물의 기내생장
에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덩
굴용담의 경우 단일 청색광보다는 LED 혼합광에서 보다 건
전한 식물체 형성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
다(Moon and Park 2008).

결과 및 고찰

LED 광원 및 BA 농도에 따른 줄기 증식 효과

최적배지 선정

LED 광원 및 BA 농도에 따른 줄기 유도 수 및 길이 생장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같은데, 먼저 줄기 유도
수 비교의 경우 광원에 관계없이 BA 농도가 높을수록 줄기
유도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A). 그리고 BA 농도
에 따른 최대 줄기 유도 수는 형광등과 BR 처리 모두 1.0
mg/L BA 처리구에서 각각 1.8 및 2.4개가 유도되었지만 전체
적으로는 BR 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줄기 유도 수 경향을 보
였다(Fig. 2A). 형광등에서도 BA 농도에 따른 줄기 유도 수가

LED 광원 종류에 따른 기내 배양 6주 후 최적배지 선정을 위
한 결과는 Table 1 및 Fig. 1과 같다. 먼저 배지 종류에 따른 정
아 절편체의 줄기 유도 수 비교에서 MS 배지 배양 시 형광등
(F)과 LED 혼합광(BR)에서 각각 1.2개, 그리고 DKW 배지 배
양의 경우 형광등 및 BR에서 각각 1.1 및 1.2개로 나타나 배
지의 종류 및 광원에 따른 줄기 유도 수 효과 차이는 없는 것

Fig. 2 Effect of BA concentration on no. of shoot (A) or shoot length (B) under fluorescent light and 50% blue LED + 50% red
LED in T. grandis. Each shoot was cultured on DKW medium with 0, 0.2, 0.5 and 1.0 mg/L BA for 8 weeks of culture. F-fluorescent
light; BR-50% blue LED + 50% red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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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shoot growth or elongation under fluorescent light and 50% blue LED + 50% red LED in T. grandis. Explants
were cultured on DKW medium with 0, 0.2, 0.5, 1.0 mg/L BA after 8 weeks of culture. F-fluorescent light; BR-50% blue LED +
50% red LED
Table 2 Effect of IBA concentrations on rooting under fluorescent light and 50% blue LED + 50% red LED in T. grandis. Cultures
were maintained on half strength DKW medium with 0, 0.2, 0.5 and 1.0 mg/L IBA for 8 weeks of culture. F-fluorescent light;
BR-50% blue LED + 50% red LED
Light sourcex

BR

PGR (mg/L)

Rooting (%)

No. of root/explant

Root length (cm)

IBA 0

58.3

1.8 ± 1.0

0.7 ± 0.2

IBA 0.2

83.3

3.1 ± 1.8

1.1 ± 0.6

IBA 0.5

93.8

2.8 ± 1.2

1.3 ± 0.7

IBA 1.0

81.3

3.0 ± 1.2

1.1 ± 0.4

x

BR- 50% blue LED + 50% red LED

증가하는 경향성은 BR을 처리하였을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원의 종류보다는 BA 농도 차이가 큰 요
인으로 보인다. 줄기 길이 신장 비교에서는 BA 농도뿐만 아
니라 특히 광원에 따라 뚜렷한 그 효과 차이를 보였는데, 최
대 줄기 신장은 BR + 0.5 mg/L BA 처리구에서 4.94 cm로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1.0 mg/L BA 고농도 처리구(1.9 cm)에서는
가장 저조하여 BA 농도가 높을수록 줄기 신장은 저해됨을
알 수 있다(Fig. 2B, 3). Aguilar 등(2019)은 티크의 기내 배양에
서 0.5 mg/L kinetin에 BA의 농도를 달리하여 혼용 처리한 결
과, B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줄기 유도 수 및 줄기 길이
신장이 감소하였고, 또한 Kozgar and Shahzad (2012)은 티크
줄기 계대배양 시 BA (1.1 mg/L)를 첨가한 MS 배지에서 줄기
길이 생장이 좋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실험의 줄기 길이
신장에 대한 BA 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실험의 경우
BR이 형광등보다 티크의 줄기 길이 신장에 다소 유리하였

는데, 아카시아(Acacia melanoxylon)의 기내 배양에서 청색:
적색 (1:1) LED 조사 시 줄기 증식에는 효과가 없어 본 시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백합(Lian et al. 2002), 바
나나(Duong et al. 2003) 및 딸기(Nhut et al. 2003)의 기내 식물
체 생장이 청색:적색 (1:1) LED 혼합광에서 효과적인데 이는
LED 혼합광이 유효한 것은 식물이 광합성 시 CO2 동화작용
에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청색과 적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물 생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Lin et
al. 2013).

IBA 농도에 따른 발근 효과
LED 혼합광(BR) 하에서 IBA 농도에 따른 발근 효율에 미치
는 영향은 Table 2와 같다. 최대 발근율은 BR에서 0.5 mg/L
IBA를 처리 하였을 때 93.8%로 가장 높았으며, IBA 무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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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rooting under 50% blue LED + 50% red LED in T. grandis. Explants were cultured on half strength DKW
medium with 0, 0.2, 0.5, 1.0 mg/L IBA after 8 weeks of culture. BR-50% blue LED + 50% red LED

Fig. 5 Acclimatized plants on soil after 4(A) or 77(B) weeks, respectively, after transplanting

시 58.3%로 가장 저조하였다(Table 2). IBA 농도에 따른 최대
뿌리 수는 0.2 (3.1개) 및 1.0 mg/L 처리구(3.0개)에서 가장 높
았으며, IBA 무첨가 시 1.8개로 가장 저조하였는데, 많은 수
의 뿌리 유도 시에는 IBA 첨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IBA 처
리가 티크의 발근율 및 뿌리 수 유도에 효과적인 반면, 뿌리
길이에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 길이 비
교에서 BR + 0.5 mg/L IBA 처리구에서 1.3 cm로 가장 높았으
나, 그 외 처리구에서 거의 유사함을 보여 광원보다는 IBA
첨가 유무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았다(Fig. 4). Lee 등 (2014)
은 미선나무의 정아 및 액아 절편의 발근 시험에서 LED 혼
합광이 오히려 발근율이 저조하였고, 뿌리 수 차이 또한 광
원 종류보다는 절편 종류(정아 또는 액아지)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하고 있다. 덩굴용담의 경우 적색광에서 발
근이 촉진되었고(Moon and Park 2008), 가시오갈피는 청색,
적색 LED 및 형광등 등 광원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발근율이
90% 이상으로 그 효과가 미비하였으나, 다만 청색광에서 세
근이 보다 더 발달됨을 보고하고 있다(Jeong et al. 2009).
Kozgar and Shahzad (2012)는 티크의 기내 발근에서 NAA (0.5
mg/L)가 뿌리 수 및 뿌리 길이 신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
여 IBA가 효과적이었던 본 실험과 다른 결과를 보고하여 식
물의 종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순화 4주 후에는 발근 식물체의 토양 활착이 순조롭게 이
루어졌고(Fig. 5A), 순화 20개월 후에는 줄기의 생장이 40 cm

이상으로 활력 있게 생장하였다(Fig. 5B).

적요
본 연구는 티크의 기내 생장 및 발근에 미치는 light-emitting
diode (LED)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티크의 정아
절편체의 줄기 신장은 LED 혼합광(BR, 50% 청색광 + 50% 적
색광) 하에서 DKW 배지 배양 시 3.2 cm로 가장 좋았고, 줄기
유도는 광원 및 배지(MS 및 DKW)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BA 농도 처리 시 최대 줄기 유도는 BR 광원
및 1.0 mg/L 처리구에서 2.4개, 최대 줄기 신장은 BR 및 0.5
mg/L 처리구에서 4.94 cm로 가장 효과적이었다. 발근에 영
향하는 IBA 농도 효과는 정아 절편체를 BR 및 0.5 mg/L 처리
구에서 배양 시 최대 발근율(93.8%)과 최대 뿌리 길이 신장
(1.3 cm)을 보였고, 뿌리 수는 0.2 mg/L (3.1개/절편) 처리구에
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근 식물체는 상토로 이식
후 순화 과정을 거쳐 정상적은 생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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