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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닥나무(Broussonetia kazinoki)의 잎, 줄기, 열매는 민간에서 이뇨제, 강장제, 부종 억제

등에 사용되며 수피는 제지원료 및 창호지를 만드는데 쓰인다. 또한 닥나무 추출물은 혈

당강하, 미백, 면역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닥나무의

잎과 부정근 조직을 이용한 기내 증식을 통해 우량 조직배양묘의 상시 보급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잎 조직에서 식물체 재분화

잎으로부터 재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BA 0.5 mg/L가 첨가된 MS 배지에서 6주간 성

장한 닥나무 유묘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유묘로부터 1∼1.5 cm 길이의 잎을 절취하고,

2등분 횡절단하여 2 cm petri-dish 당 절편 4개씩 치상하였다. 배지는 BA(0.5, 1

mg/L)가 단독 또는 IAA(0.5, 1 mg/L)가 혼합 첨가된 MS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4주간

암배양 후 16/8 (light/dark) 광조건 배양하며 재분화율과 식물체의 수를 조사하였다.

◦ 부정근에서 식물체 재분화

닥나무 부정근은 NAA 1 mg/L가 첨가된 MS 고체 배지에서 닥나무 유묘의 잎으로

부터 유도되었으며 IBA 0.5 mg/L가 첨가된 MS 고체 배지에서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부정근은 근단부를 포함도록하여 약 1 cm 길이로 절취하여 BA(0.5, 1, 3, 5 mg/L)를

첨가한 MS 배지에 치상하고, 2주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하였다.

◦ 발근 및 순화

닥나무 유식물체의 발근을 위하여 IAA, IBA, NAA가 1 mg/L 첨가된 배지에 닥나무

유식물체를 각각 치상하고 4주간 배양하여 뿌리의 수와 길이를 조사하였다. 발근 유도

후 8주가 지난 식물체는 토양 이식을 위해 agar를 모두 세척한 후, vermiculite+peat

moss+perlite (1:1:1) 토양으로 이식하였다. 이식 후 26℃, 18시간 광조건으로 습도를

높게 유지하고 2주 후부터 습도를 점차 낮추었으며, 생존한 식물체의 수를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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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s (mg/L) No. of regenerated shoots/explant Frequency (%)

BA
0.5 2.9±1.4 70.4

1 2.9±1.3 90.7

3 2.2±1.1 35.2

5 1.9±1.0 48.1

Table 1. Effects of PGRs on regeneration from leaf of B. kazinoki.

PGRs (mg/L) No. of regenerated shoots/explant Frequency (%)BA IAA
0.5

- 1.6±1.0 50
0.5 1.2±0.4 50
1.0 1.3±0.5 50

1.0
- 3.5±2.4 55
0.5 2.7±1.4 75
1.0 2.4±0.8 67

Table 2. Effects of BA on regeneration from adventitious root tip of B. kazinoki.

A B C D

Fig. 1. Regeneration of plantlets from leaf explants in B. kazinoki

A B C D E

Fig. 2. Regeneration of plantlets from explants of adventitious roots in B. kazino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