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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더덕의 번식은 주로 종자로 이루어지며 자가 불화합성 식물로 유전적으로 균일한 개체

를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배양방법을 통한 더덕의 번식은 유전적으로 우수하고 균

일한 개체를 대량생산할 수 있다. 한편 기내에서 자란 더덕 식물체의 뿌리비대가 관찰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더덕의 액아 및 줄기 정단 배양 과정에서 발생된 부정근의 일부에서

뿌리 비대가 이루어져 비대근으로 생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뿌리 비대에 영향을 주는 탄

소원의 효과와 유도된 비대근의 저장 및 토양 순화를 연구함으로써 우수 더덕개체 번식

방법의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재료 및 방법

유전적으로 우수한 더덕 식물체를 기내로 들여와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아부가 포함된

기내 더덕식물체 줄기를 탄소원 종류별 (sucrose, maltose, glucose), 농도별(2, 3, 5%)로

처리하여 뿌리비대 여부를 관찰하였다. 유도된 비대근은 조직학적 관찰을 위하여 탈수 과

정을 거쳐 glycol methacrylate을 이용하여 블록을 제작 후 절편을 잘라 비대근 조직을

관찰하였다. 또한 생산된 비대근은 장기간의 저장 기간을 거쳐 토양에 식재 후 신초유도

율을 시험하였다.

실험결과

탄소원의 종류별, 시기별 비대근 형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배양 120일 후 5%

sucrose에서 가장 좋은 비대근 형성을 보였으며(그림 1), sucrose농도에 따른 기내 비대

근의 해부학적 관찰은 5% sucrose처리 에서만 세포내 전분 축적이 확인되었다(그림 2).

생산된 비대근의 저장 및 순화 실험 결과 9개월의 저장 후에도 비대근에서 72%이상의

줄기형성율을 나타냈고(그림 3), 토양이식 2달 후 99%의 생존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내 더덕의 비대근 형성에 탄소원 종류와 탄소원 농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기내

생산된 비대근의 장기 저장이 가능하며, 장기 저장된 비대근의 토양 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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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그림 1. 탄소원 종류에 따른 더덕 식물체의 생육 및 뿌리 비대 (배양 120일 후, 5%

sucrose). Scale bar=5cm.

그림 2. Sucrose 농도에 따른 더덕 뿌리의 해부학적 관찰. A: 2% sucrose, B: 3%

sucrose, C: 5% sucrose.

그림 3. 4℃에서 9개월 간 저장되었던 기내더덕 비대근의 토양 생존 및 줄기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