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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tocol for the in vitro propagation of
Chamaecyparis obtusa was established in the present study.
Multi-shoots were initiated from apical shoot explants from
germinants after 10 weeks of culture on Litvay medium (LM)
supplemen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ytokinin. The
effects of pre-treatment with high concentrations of cytokinin
and varying concentrations (0.2 to 5.0 mg/L) of zeatin on in
vitro shoot elongation and shoot multiplication were
investigated. Optimal shoot growth was achieved on LM
medium, with over 10-mm shoots after 10 weeks of culture. In
the anti-browning tests, ethanesulfonic acid triggered the
least browning in the shoot tips. The highest multi-shoot
induction was observed in the 0.5-mg/L zeatin treatments,
which yielded 80% induction of shoots after 10 weeks of
culture, and maximum shoot elongation was observed in the
LM basal medium without the hormone. The highest rooting
rates were 65% under 0.2 mg/L indole-3-butyric acid.
Keywords Anti-browning, Chamaecyparis obtuse, Multishoot induction

서언
측백나무과(Cupressaceae)에 속하는 편백(Chamaecyparis obtusa)
은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분포하는 상록교목으로, 수고는
40 m, 흉고직경 2 m 이상 생장하며 가지가 수평으로 퍼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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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형의 수관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해발 300 ~
1,700 m사이의 능선에서 자라며, 제주 및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여 난대수종에 속하는데 이 수종은 주로 용재수로 사
용되며, 목재강도와 보존성이 좋아 내장재, 건축재, 조각재
및 선박재 등으로 널리 쓰인다. 또한 진녹색의 상록수 잎이
나 있어 공원수나 조경수로도 널리 이용되며 방풍림의 용도
로도 많이 식재하고 있다.
편백나무 엽 추출물에는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이 있어 항
균, 항염 및 항알레르기활성 등의 유용성분이 최근 보고되
고 있고, 특히, 엽으로부터 추출한 flavonoids와 bioflavonoids
등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 유용 활성물질로 밝혀져 그 활
용가치가 매우 높다(Kim et al. 2018).
편백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제림조성 중점 조림수종｣
으로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 중 하나이며,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조림면적 중 편백을 26.6%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림청 2019). 그러나 조림용 묘목생산을 위한 편백 종자의
평균 발아율은 12% 이하로 매우 낮으며(Lee et al. 2011), 따라
서 종자생산량은 계획 조림면적의 67%만이 조림이 가능한
묘목을 생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배양 기법으로 클론묘목을 생
산함으로써 조림용 묘목의 일부 공급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편백의 기내식물체재분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
Ishii (1986)는 BA와 NAA를 첨가한 배지에서 부정줄기를 유
도 후 IBA를 첨가한 배지에서 66.7% 이상의 발근율을 보고
하고 있고, Sasamoto et al. (1992)은 자엽절편에서 캘러스를
재분화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Ishii et al. (2003),
Taniguchi et al. (2004) 및 Maruyama et al. (2003)은 기내줄기 및
미숙종자배로 부터 배발생조직을 유도하여 체세포배에서
식물체까지 유도한 체세포배발생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
다. 또한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사이프러스(Cupressus se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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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ens var. horizontalis )의 기내증식을 위해 BA와 IBA를 처리
하여 다신초지로 부터 줄기증식을 연구한 연구가 최근 보고
되었다(Khamushi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편백의 다신초
지 유도를 위한 적정 사이토키닌류의 종류 및 농도 확인, 또
한 식물체의 기내 생육을 저해하는 갈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항갈변화제 처리효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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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1, 0.2 및 0.5 mg/L가 첨가된 배지에서 8주간 배양하였다.
탄소원으로 3% sucrose와 경화제 0.3% gelrite를 첨가 하였고,
유리배양용기에 80 ml의 배지를 첨가 후 5개씩 절편체를 배
양하였다. 배양 10주 후 싸이토키닌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다
신초 유도율, 유도수를 조사하였다.

배지종류 및 염류농도에 따른 줄기 생장 효과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편백 기내배양을 위한 재료는 수원시 권선구 주민거주시설
내에 생육하고 있는 35년생 편백에서 5월초 종자를 채취하
여 사용하였다. 종자는 흐르는 물에 1시간 동안 침지 처리
후, 70% EtOH에서 1분, 2% NaClO로 20분간 소독 후 멸균수
로 3회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 후 발아배지에 치상하였다. 발
아배지는 1/2 LM (Litvay et al. 1985)배지에 2% sucrose 및 0.3%
gelrite를 첨가하였고, 페트리디쉬 당 각 5개의 종자를 파종
하여 발아를 유도하였다. 모든 배양조건은 1일 16시간 광조
명(40 µmol m-2·s-1 백색 형광등), 25±2°C로 유지되는 배양실
에서 실시하였다.

식물생장조절물질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다신초 유도 효과
종자는 발아배지에 접종 10일 이후부터 발아되기 시작하였
고 발아된 소식물체는 다신초 유도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
다. 배양을 위한 절편체는 정아가 포함된 1 cm의 길이로 조
제하여 배지에 치상하였다. 다신초 유도배지는 1/2LM배지
에 6-benzylamino purine (BAP), Zeatin, Kinetin, N6-(2-Isopentenyl)
adenine(2-iP), Thidiazuron (TDZ) 등 5종류의싸이토키닌류 호
르몬의 0.1, 0.2 및 0.5 mg/L 의 농도로 각각 첨가하였고, 탄소
원으로 3% sucrose와 경화제로는 0.3% gelrite를 각가 첨가하
였다. 유리배양병 당 5개씩의 절편체를 배양하였고 5반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배양 6주 후 식물생장조절물질 종류
및 첨가농도에 따른 다신초 유도율, 유도수 및 신초길이를
조사하였다.

식물생장조절물질의 고농도 → 저농도 순차적 처리에 따른
다신초 유도 효과
다신초 유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싸이토키닌 종류별로 고
농도로 첨가된 배지에서 3주 배양 후 저농도 첨가 배지로 옮
겨 총 7주간 다신초를 유도하였다. 자세히는 배지는 1/2LM
기본배지를 사용하였고, BAP, Zeatin, Kinetin, 2-iP 및 TDZ를
각각 1.0, 2.0, 및 5.0 mg/L의 농도로 첨가하여 고농도 조건에
서 3주간, 그리고 같은 호르몬 농도를 1/10로 줄인 농도로 각

완전한 줄기신장을 위한 배지는 LM (Litvay et al. 1985),
1/2LM, P6(Teasdale et al. 1986), 1/2P6 등 4종류를 사용하였고,
2% sucrose와 0.3% gelrite를 첨가하였으며 배양 5주후 줄기길
이 생장 효과를 조사하였다.

신초갈변화 억제를 위한 항산화제(anti-oxidation) 처리 효과
기내에서 생육 중인 편백 식물체의 정단부에서 갈변되는 현
상이 관찰되는데, 정단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식물체 전체로
확대되어 식물체가 고사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항산화물질을 배지에 첨가하여 그 억
제여부를 확인 하였다. 기본배지는 LM배지를 사용하였으
며, 0.5 mg/L zeatin과 2% sucrose, 0.3% gelrite가 기본적으로 첨
가된 배지에 5종류의 항산화물질 1) 2.0% Polyvinylpyrrolidon
e(PVP), 2) 2.0% Polyvinylpolypyrrolidone (PVPP), 3) 0.5% 1,4Dithiothreitol (DTT), 4) 0.5% 2-(N-Morpholino)ethanesulfonic
acid (MES) 그리고 5) 1.0% dithioerythrito (DTE)를 첨가하였다.
절편체는 정아가 포함된 신초를 1 cm의 크기로 조제하여 유
리배양병에 5개씩 배양하였고, 배양 5주 후 갈변화율 및 줄
기길이를 조사하였다.

발근유도 및 식물체 포지이식
발근을 위한 배지는 1/2LM기본배지에 1.0% sucrose와 0.4%
gelrite가 첨가된 배지에 0.2, 0.5 및 2.0 mg/L IBA 단독처리 혹
은 0.5 mg/L IBA + 1.0 mg/L phloroglucinol (PG), 2.0 mg/L IBA +
1.0 mg/L PG가 첨가된 배지를 각각 사용하였다. 배양 10주 후
발근율, 절편체당 뿌리수 및 뿌리길이를 조사하였고, 발근
이 이루어진 식물체는 peat-plug (Flexi-plug, QUICKPLUG, USA)
로 이식하여 5주간 순화과정을 후 20 cm 이상 생육한 묘목을
시험포지에 식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물생장조절물질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다신초 유도 효과
정아절편체로 부터 다신초 유도를 위해 5종류 싸이토키닌
류를 농도 별로 배양한 결과 0.5 mg/L zeatin이 첨가된 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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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 (PGR) on multi-shoot formation from axillary buds in C. obtuse
PGR (mg/L)

Multi-shoot (%)

Mean no.
of multi-shoot

Length of shoot(cm)

0

20

2.0 ± 0.0

2.1 ± 0.4

0.1

33

2.8 ± 1.3

1.7 ± 0.6

0.2

60

3.7 ± 1.9

1.4 ± 0.6

0.5

60

4.3 ± 1.7

1.3 ± 0.5

0.1

40

3.5 ± 1.6

1.4 ± 0.3

0.2

73

3.9 ± 2.0

1.6 ± 0.7

0.5

80

2.8 ± 1.5

1.7 ± 0.7

BA

Zeatin

Kinetin

2iP

TDZ

0.1

0

0

0

0.2

7

3.0 ± 0.0

1.3 ± 0.3

0.5

7

3.0 ± 00

1.3 ± 0.6

0.1

33

2.0 ± 0.0

1.5 ± 0.7

0.2

53

3.5 ± 2.2

2.0 ± 0.6

0.5

73

3.1 ± 2.1

1.7 ± 0.6

0.01

7

2.0 ± 0.0

1.6 ± 0.4

0.02

47

2.1 ± 0.4

1.7 ± 0.6

0.05

33

2.2 ± 0.4

1.0 ± 0.1

Fig. 1 Effect of PGR on multi-shoot formation from axillary bud culture in C. obtuse
A: No PGR, B: 0.5 mg/L zeatin

서 80%의 다신초가 유도되어 가장 높은 유도율 결과를 얻었
으며(Table 1, Fig. 1), 0.2 mg/L zeatin과 0.5 mg/L 2iP에서도 73%
의 높은 유도율을 각각 보였다(Table 1). 그 외 0.2와 0.5 mg/L
BA에서도 다신초 유도율이 60%로 각가 나타나 비교적 효과
가 있었다(Table 1). 그러나 TDZ처리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47% 이하의 저조한 유도율을 보였고, Kinetin의 모든 농도에
서 또한 7% 이하의 유도율을 보여 편백의 다신초지 유도에
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절편체당 유도
된 다신초의 갯수비교에서는 0.5 mg/L BA에서 평균 4.3개로
가장 많이 유도되었으며, 0.2 mg/L zeatin, BA 및 2iP 처리구에
서 각각 3.9, 3.7 및 3.5개가 유도되어 다소 효과가 있었다.
Kinetin 및 TDZ처리구의 경우 2~3개 이하의 신초가 유도되
어 BA 혹은 zeatin처리구와 비교하여 다신초 유도를 위한 그
효과가 낮았다(Table 1). 줄기길이는 무첨가구의 2.1 cm 및
0.2 mg/L 2iP처리에서 2.0 cm로 효과가 있었으나, Kinetin 전
체 농도에서는 줄기길이 평균 1.3 cm로 다신초지 유도율, 절

편당 평균 다신초지 개수 그리고 줄기길이 모두 저조한 결과
를 보였다. Ishii (1986, 2003)는 편백의 부정아 유도 시 CD배
지에 2.25 mg/L BA 첨가로 최대의 부정아를 유도하였고, Min
등(2010)은 2.0 mg/L BA처리에서 높은 부정신초지가 유도되
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zeatin처리에서 다
신초지 유도율 및 유도개수가 높게 나타나 기존 최적의 싸이
토키닌 종류 및 그에 따른 농도와는 차이를 보였다.

다신초 유도를 위한 식물생장조절물질의 고농도 → 저농도
순차적 처리효과
Table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다신초 유도를 위
해 고농도 싸이토키닌류에서 3주간 배양 후 저농도 배지에
서 다시 7주간 배양하여 다신초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다신
초 유도율은 zeatin처리구 모든 농도에서 100%의 유도율을
보였으며, 또한 5.0 → 0.5 mg/L BA, 2.0 → 0.2 mg/L Kineti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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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sequential PGR treatment from high concentration for 3 weeks to low one for 10 weeks on multi-shoot formation
in C. obtuse
PGR (mg/L)
1st.
Control
BA

Zeatin

Kinetin

2iP

TDZ

2nd.

0

0

Multi-shoot
(%)

Mean no. of
multi-shoot

87

2.1 ± 0.6

1.0 → 0.1

87

6.3 ± 4.5

2.0 → 0.2

93

5.4 ± 2.5

5.0 → 0.5

100

7.9 ± 3.8

1.0 → 0.1

100

6.6 ± 3.4

2.0 → 0.2

100

7.9 ± 3.0

5.0 → 0.5

100

17.1 ± 9.2

1.0 → 0.1

67

3.5 ± 2.4

2.0 → 0.2

100

4.5 ± 2.3

5.0 → 0.5

73

5.3 ± 3.3

1.0 → 0.1

93

4.8 ± 1.9

2.0 → 0.2

87

7.7 ± 4.7

5.0 → 0.5

100

11.6 ± 4.8

1.0 → 0.1

73

3.9 ± 2.5

2.0 → 0.2

87

3.3 ± 1.6

5.0 → 0.5

60

2.9 ± 3.3

Fig. 2 Effect of sequential PGR treatment from high concentration for 3 weeks to low one for 10 weeks on multi-shoot formation
in C. obtuse
A: No PGR, B: 5.0 mg/L zeatin (3 weeks) → 0.5 mg/L (7 weeks)

5.0 → 0.5 mg/L 2iP처리에서도 100%의 유도율을 나타냈다
(Table 2, Fig. 2). 반면 최저 유도율은 5.0 → 0.5 mg/L TDZ 순
차처리에서 60%로 가장 낮은 유도율을 보였다(Table 2). 절
편체당 유도된 신초지갯수 비교에서 5.0 → 0.5 mg/L zeatin
순차처리에서 평균 17.1개로 가장 높았으며, 그외 5.0 →0.5
mg/L 2iP처리의 경우 평균 11.6개의 신초가 유도되어 다소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Kinetin과 TDZ처리구에서는 평균 2.9 ~
4.5개의 신초만이 유도되어 그 효과는 매우 저조하였다(Table 2).
Katy et al. (1993)은 서양측백(white cedar)의 기내재분화를 위
한 다신초지 유도를 위해 2.0 mg/L zeatin을 3주간 처리 후
zeatin 무처리 배지에서 8주간 배양한 결과 14개 이상의 많은
다신초를 유도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외 다소
유사하였다. 또한 독일가문비(Picea abies)의 경우 측지로부
터 부정신초의 유도에는 50 mg/L BA가 첨가된 액체배지에

침지 후 8주간 배양으로 30개 이상의 부정신초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어(Arnold and Tillberg 1987) 다양한 식물생장조
절물질 처리기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Joseph et al. (2018)
은 싸이토키닌류는 액아분열조직(axillary bud meristem)의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고농도처리는 식물체에
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서도 고농도→저농도 식물생장조절물질을 1/10로 줄여 배
양한 결과 Table 1에서 언급한 결과와 비교하여 6배 이상 다
신초 유도갯수가 증가하여 그 결과와 다소 부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농도의
식물생장조절물질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줄기절
편의 액아(잠아) 및 정아분열조직의 세포증식 및 발달을 촉진
하여 더 많은 다경신초를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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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종류 및 염류농도에 따른 줄기 생장 효과

Table 3 Effect of kind or salt strength of culture medium for
shoot elongation in C. obtuse

유도된 다신초지의 길이 신장을 위해 LM배지와 P6배지의
염류농도를 달리한 배지에 각각 배양한 결과 최대 줄기 길이
신장은 LM배지에서 2.62 cm였으며, 1/2 P6배지에서 1.78 cm
로 최저의 줄기신장을 보였다(Table 3). Ishii (1986)는 CD
(Campbell and Durzan)배지에 0.005 mg/L NAA를 첨가한 배지
에서 줄기의 길이신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그 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Ishii (1986)는 CD배
지에서의 줄기길이 또한 2.0cm 이상 신장되었다고 보고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LM배지의 경우도 2.6cm의 줄기
생장을 보여 효과가 좋았다.

신초 정단부 갈변화 억제제 처리 효과
부정아로부터 유도된 신초는 줄기신장 배지에서 배양되는
동안 정단부가 갈변화 되면서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단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줄기전체로 확대되어 결
국 식물체를 고사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갈변화 방지를 위
한 5종류의 항산화제를 처리한 결과 MES처리구에서 갈변
화율 37.5%로 가장 낮아 비처리구(81.3%)와 비교하여 2배 이
상의 갈변화 억제효과가 가장 높았으며(Table 4) 그 다음으
로는 PVPP와 DTT처리에서는 62.5%, 60.7%로 비처리구에
비해 갈변화가 다소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줄
기의 길이증식 비교에서 MES처리 시 1.3 cm로 가장 높았고,
DTE처리구에서는 1.2 cm로 MES와 유사하였으나 DTT 및
PVPP는 무처리구보다 낮은 신초증식율을 보였다(Table 4).
항산화제 기능은 특정 환경에서 전자공여체(electron donor),
즉, 다른 분자나 이온에 전자를 용이하게 전달해주는 역할
로 작용하여 산화 과정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Benson et al. 1995, Benson 2000) 조직배양연구에서 항산화
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양절편체의 절단면 조직이 공기와
직접 접촉하여 생기는 세포의 산화에 의한 갈변화 및 괴사
등 식물체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 식물재분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Malabadi et al. 2005). 본 연구
결과에서는 MES처리에서 갈변화 억제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MES는 pH를 유지하기 위한 버퍼로 사용된다고 알

Medium

Shoot length (cm)

1/2 LM

1.97 ± 0.53

LM

2.62 ± 0.61

1/2 P6

1.78 ± 0.40

P6

2.12 ± 0.42

Table 4 Effect of anti-oxidation compound for inhibiting shoot
browning or elongation in C. obtuse
Treatment
(%)
Control

Shoot browning
(%)
81.25

Shoot elongation
(cm)
0.8 ± 0.3

2.0 PVP

50

0.6 ± 0.3

2.0 PVPP

62.5

0.5 ± 0.2

0.5 DTT

60.7

1.0 ± 0.5

1.0 DTE

54.2

1.2 ± 0.5

0.5 MES

37.5

1.3 ± 0.8

려져 있고 최근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
이 보고되었다(Kagenishi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
초의 정아부 갈변화 혹은 괴사의 원인은 주로 절편체 조제
시 상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한 ROS(활성산소)등의 요
인으로 세포막 등이 손상을 입어 발생된 결과라고 추정된다.

발근유도 및 식물체 포지 식재
2 cm 정도의 신초 줄기로부터 발근을 유도하기 위해 옥신 단
독 혹은 Phloroglucinol (PG)과 혼용 처리한결과, 0.2 mg/L와
0.5 mg/L IBA처리구에서 65%의 최대 발근율을 보였다(Table
5). 반면 0.5 mg/L IBA+ 1.0 mg/L PG처리구에서는 50%의 다
소 낮은 발근율을 보였으나 2.0 mg/L IBA와 0.5 mg/L IBA +
1.0 mg/L PG처리구에서는 전혀 발근이 되지 않았다. 최대 뿌
리 발생갯수는 2.0 mg/L IBA+ 1.0 mg/L PG처리구에서 6.6개
로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0.5 mg/L IBA처리구에서는 평균
4.1개, 0.2 mg/L IBA에서는 평균 3.9개로 다소 낮았다. 뿌리길
이 비교에서는 IBA 무처리구에서 2.3 cm로 최대였으며 그

Table 5 Effect of IBA and phloroglucinol (PG) treatment for root induction in C. obtuse
PGR (mg/L)

Rooting (%)

No. of root

Root length (cm)

0

35

2.3 ± 0.9

2.3 ± 2.3

IBA 0.2

65

3.9 ± 1.3

0.8 ± 0.3

IBA 0.5

65

4.1 ± 0.8

0.4 ± 0.4

IBA 2.0

0

-

-

IBA 0.5 + PG 1.0

0

-

-

IBA 2.0 + PG 1.0

50

6.6 ± 2.8

0.6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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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IBA and PG on rooting in C. obtuse
A: Control, B: 0.2 mg/L IBA, C: 0.5 mg/L IBA, D: 2.0 mg/L IBA, E: 0.5 mg/L IBA + 1.0 mg/L PG, F: 2.0 mg/L IBA + 1.0 mg/L PG.

Fig. 4 Potted plants after acclimation (left) and transplanted to nursing bed for further growth (right) in C. obtuse

외 0.4 ~ 0.8 cm로 대체로 낮은 뿌리길이 신장을 보였다(Table 5).
Ishii (1986)등은 3.0 mg/L IBA, 0.1 mg/L NAA 및 1.0 mg/L
riboflavin을 첨가하여 66.7% 의 발근율을 얻었다고 보고하여
0.2 ~ 0.5 mg/L IBA의 단독처리구에서 보인 65%발근율과 비
교하면 IBA 고농도 첨가 시 높은 발근율을 보고하고 있다.
Phloroglucinol (PG)는 리그닌의 생합성 경로에서 phloridzin
및 전구체의 분해 산물에서 형성된 페놀화합물로 다양한 식
물체발근에 유리한 화합물로만 알려져 있다(Teixeira da Silva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 mg/L IBA와 1.0 mg/L
PG를 동시에 첨가 시 높은 발근율과 발근수를 보였으나 뿌
리 주위로 캘러스가 형성되어 이는 차후 완전한 발근 식물체
로 획득하는데는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여 IBA를 단독 처리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유도된
식물체는 순화과정을 거쳐 폿트묘로 이식하여 더욱 생장시
킨 후, 포지에 이식하였고, 포지에서의 순화식물체 생존율
은 100%를 보였고 현재 묘고 30 cm 이상으로 길이 생장하며
건전하게 생육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신초에 다양한 싸이토키닌류를 처
리하여 그로부터 다신초를 유도하고 발근과정을 거친 후 완
전한 식물체재분화가 가능하였고 이 식물체는 순화과정을
거쳐 생육포지로 이식하여 더욱 생장을 이루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개발된 편백의 식물체재분화 조직배
양기술은 종자발아율이 저조하여 묘목보급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조림용 묘목공급을 위한 일부 보완기술로 활용이 가
능하며, 더 나아가 남부지방에서만 편백의 국한된 식재지를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북쪽지방에서도 가능한 내한성 수종 개
발 등의 다양한 임목육종연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적요
본 연구에서는 편백의 다신초 유도를 통한 기내 식물체 재
분화기술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신초 유도를 위한 적정 싸이토키닌의 종류 및 농도
별 처리에서 1/2LM배지에 0.2 mg/L zeatin의 처리구에서 가
장 높은 73%였으며, 절편체 당 평균 3.9개 다신초가 유도되
었다. 그리고 싸이토키닌의 고농도→저농도의 순차적 처리
의 경우 5.0 mg/L→0.5 mg/L zeatin 처리구에서 100%의 신초
유도율과 절편체 당 17.1개의 가장 많은 다신초가 유도되어
다신초 유도를 위한 최적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신초의 길
이신장을 위한 배지는 LM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2.62 cm로
가장 좋은 길이생장의 결과를 얻었다. 신초정단부의 갈변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항산화제 처리 결과 0.5% MES처리구
에서 37.5%의 갈변화증상만이 보여 무처구에 비해 2.5배 이
상 갈변화 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그에 따른 줄기 길이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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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3 cm로 가장 좋게 나타났다. 신초의 발근은 0.2 mg/L
IBA처리구에서 65% 발근율과 3.9개 뿌리가 유도되어 가장
효과적인 처리구였으며, 이렇게 재분화된 기내식물체는 순
화를 거쳐 현재 생육포지에서 활발히 생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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