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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백합나무 5년생의 실생묘와 체세포묘 간 생리적 요인, 기공 특성 및 DNA 함량 비교를 위해 수

행되었다. 광합성율 비교의 경우 실생묘는 10.67 µmol CO
2
m−2s−1, 체세포묘는 9.04 µmol CO

2
m−2s−1, 기공전도율의 경

우 실생묘가 0.2 mol H
2
Om−2s−1, 체세포묘가 0.166 mol H

2
Om−2s−1, 또한 증발산율 비교에서는 실생묘가 1.71 mmol

H
2
Om−2s−1, 체세포묘는 1.513 mmol H

2
Om−2s−1로 각각 나타나 별 차이가 없었다. 기공밀도(실생묘, 23.33개/mm2; 체세

포묘, 22.43개/mm2), 기공길이(실생묘, 25.83 µm; 체세포묘, 23.46 µm) 및 기공 폭(실생묘, 15.87 µm; 체세포묘, 15.3

µm)비교에서는 모든 실생묘가 체세포묘 보다 수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Flow cytometry를 이용한 엽조직의 DNA

함량 비교에서도 실생묘와 체세포묘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Abstract: Field performance of somatic plants (somatic embryo derived-plants) of yellow-poplar (Liriodendron

tulipifera) produced from somatic embryogenesis was compared with that of seedlings at age 5. In comparison

of photosynthetic rate (seedling, 10.67 µmol CO
2
m−

2s−1; somatic plant, 9.04 µmol CO
2
m−

2s−1), stomatal conductance rate

(seedling, 0.2 H
2
Om−

2s−1; somatic plant, 0.166 H
2
Om−

2s−1) and respiration rate (seedling, 1.71 mmol H
2
Om−

2s−1;

somatic plant, 1.513 mmol H
2
Om−

2s−1),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plants. The seedlings were

a little higher in comparison of stomatal density (seedling, 23.33/mm2; somatic plant, 22.43/mm2), length

(seedling, 25.83 µm; somatic plant, 23.46 µm) and width (seedling, 15.87 µm; somatic plant, 15.3 µm). In

comparison of DNA content of the leaves using flow cytometry, no differences in ploidy level were found

between the seedlings and somatic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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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백합나무는 가구재, 합판 패널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

용되며, 또한 산림바이오 순환림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수

로도 유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조림수종중 하나이다. 특

히 백합나무는 속성수로 연간 재적생장이 높은 수종으로

미래의 목재수급에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수종으로

평가되고 있다(Ryu et al., 2008a; 2008b). 묘목생산은 거

의 실생묘로 이루어지며 최근 생물공학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체세포배 발생 기법을 이용한 체세포묘 생산으로 일

부 조림물량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백합나무의 체세포배 연구는 1986년 Merkle과 Sommer

가 체세포배로부터 식물체 재분화를 보고한 이후로 수편

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며(Merkle et al., 1990; Dai et

al., 2004), 국내에서도 수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바(Lee et

al., 2003; Son et al., 2005; Kim et al., 2011), 그중 Kim

et al.(2011)은 백합나무의 체세포배 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체세포묘 생산의 실용화를 이루어 일정부분 묘목수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체세포배 유도 기술을 통해 증식

된 식물체는 유전자형이 동일한 클론개체이므로 생산된

체세포묘는 최대 32.8%이상의 유전개량효과를 보여 미래

의 임업경영방식은 클론임업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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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고 있다(O’Neill et al., 2005). 그러나 체세포배

발생으로 육성된 체세포묘가 임목육종 프로그램에 포함

되어 클론증식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먼저 체

세포묘와 실생묘 간의 생장 및 생리적 비교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활엽수종의 체세포묘

과 실생묘간의 생장 등에 관한 비교연구는 소수이며

(Menéndez-Yuffá et al., 2010), 대부분의 연구는 침엽수종

에 한정되는데 그중 interior spruce(Picea glauca)의

embling과 실생묘의 줄기 및 뿌리생장(Grossnickle et al.,

1994), P. glauca, P. engelmannii 및 종간잡종의 체세포묘

와 실생묘 간의 생장비교에 관한 연구(O’Neill et al.,

2005) 및 red spruce(Picea rubens)의 실생묘와 체세포묘간

의 묘목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장 비교(Nsangou and

Greenwood, 1998) 등이 있다. 백합나무의 경우 체세포묘

와 실생묘 간의 생장비교에 관한 연구는 Kim and

Moo(2012)의 체세포묘와 실생묘 간의 수고, 흉고직경, 엽

생장, 엽록소 양 및 엽조직의 미세절단을 통한 세포 배열

등의 비교에 관한 연구가 유일한 보고인데 두 식물체 간

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차후 체세

포배 발생을 통환 클론묘 생산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생 백합나무 체세포배 유래

체세포묘와 실생묘 간 광합성율, 기공전도율, 증산율, 기

공의 밀도 및 크기 및 flow cytometry를 이용한 DNA 함

량 등의 비교를 통해 체세포묘의 생장안정성을 확보하고,

차후 체세포묘의 대량생산을 통한 육종프로그램으로의 적

용 가능성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실험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배발생조직 유도는 경기 수원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내에 자생중인 약 40년생 성숙목의 구과를

7월말 경 채취하여 종자를 분리한 다음 배양하였다. 종자표

면 살균은 70% 에탄올로 1분간 처리 후 2% NaClO로 10분

정도 침적한 다음 멸균증류수로 수차례 세척 후 배양하였다. 

2. 배발생조직 유도 및 증식

배발생조직 유도는 MS(Murashige and Skoog, 1962)

배지에 2.0 mg/L 2,4-D, 0.25 mg/L BA, 1 g/L casein

hydrolysate 및 3.0% sucrose를 첨가하였고 0.2% gellan

gum(Sigma)을 첨가시켜 반고형 배지로 만들어 사용했다.

종자배양은 먼저 종자를 양분하여 절단면을 배지에 직접

접하는 식으로 배양하였고, 배양환경은 25±2oC, 암소에서

8주 동안 배지교환 없이 이루어졌다. 배발생조직 유도 후

증식은 유도배지와 동일한 배지에서 실시하였고 3~4주 간

격으로 새로운 배지로 계대배양 하였다.

3. 체세포배 유도

배발생조직으로부터 체세포배 유도는 먼저 증식중인 조

직을 액체배지 mL당 15 mg 농도로 맞추어 페트리디시쉬

당 2 ml 배양을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배발생조직을 액체

배지(1/2MS+4.0% sucrose)에 현탁 한 후 1회용 피펫으로

2 mL(15 mg/mL)의 세포현탁액을 체세포배 유도배지위로

곧바로 깔아준 뒤 세포가 배지전면에 고루 흩어지도록 잘

흔든 다음 5분정도 정체시켰다. 그 후 페트리디쉬를 기울

여 흘러내리는 액체배지를 무균피펫(FALCON, Becton

Dickinson Labware, USA)을 이용하여 모두 제거하였다.

배양은 24±2oC, 암소에서 8주간 새로운 배지교환 없이 진

행되었다.

4. 체세포배 발아 및 식물체 순화

체세포배 발아는 유도한 체세포배를 발아배지(1/2MS

배지+2% sucrose+0.4% gelrite)로 옮겨 24±2oC, 광배양

(50 µEm−2s−1)으로 이루어졌다. 배양 4~6주 후 잎, 줄기 및

뿌리가 완전히 분화된 소식물체만을 골라서 순화를 시켰

는데 순화 토양(생생상토, 흥농)을 56.2 cm × 39 cm 크기

의 바구니에 2/3정도 채워 넣고 한 바구니 당 약 80여개

정도의 소식물체를 이식하였다. 그런 다음 이 바구니를 보

다 좀 더 큰 바닥이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72 cm × 44.3

cm)로 옮긴 후 그 위로 투명비닐(0.5 mm)을 덥고 다시 투

명 아크릴판(2.5 mm)으로 덮어 순화상 내의 상대습도를

90% 이상 유지하였다. 관수는 순화 1주일 후 한번만 충분

히 실시하였고, 2차 관수는 2주 후에 실시하였다. 순화 2

주 후부터는 비닐과 아크릴판을 1/4정도 열어주어 외부공

기와 접촉토록하고 순화 3주 후부터는 완전히 벗겨 외부

환경에 적응시켰다. 그 후 순화묘를 포지에 이식시켜 1년

간 생육 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내 클론보존

원을 조성하여 1-0묘의 실생묘와 체세포묘를 각각 이식시

켜 생장모니터링 하였다. 

5. 생리적 요인, 기공 및 DNA 함량 비교

1) 광합성율, 기공전도율 및 증산율 비교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내 클론보존원에 식재

되어 있는 5년생 실생묘 및 체세포묘 10본을 무작위로 선

정하여 각각의 광합성율(µmol CO
2
m−2s−1), 기공전도율(mol

H
2
Om−2s−1) 및 증발산율(mmol H

2
Om−2s−1) 등을 측정하였

다. 측정은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Li-cor6400, Li-

cor, USA)을 이용하였고, 측정 시에는 챔브 내의 CO
2
 농

도는 400±10 µmol mol−1로 조정하였다. 

6. 기공 밀도, 길이 및 폭 비교

5년생 실생묘 및 체세포묘 10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시험목의 상단 2번째 가지의 엽을 채취하여 엽 뒤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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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를 핀셋으로 상처가 나지 않게 벗긴 후 광학현미경

(Leica, D.M.R., Germany)으로 관찰하였으며 기공의 밀도,

길이 및 폭을 측정하였다.

3) DNA 함량 비교

5년생 실생묘 및 체세포묘 10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식물체 엽조직의 DNA함량은 Cystain UV Precise P’

kit(Partec GmbH, Munster,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용

세포를 조제하였으며, 준비된 세포시료는 4,6-diamidino-

2-phenylinolide(DAPI)로 형광 염색하였고, DNA함량은

Partec Ploidy Analyser(Partec GmbH, Munster, Germany)

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광합성율, 기공전도율 및 증산율 비교

Figure 1은 5년생 실생묘와 및 체세포묘의 광합성율, 기

공전도율 및 증발산율을 비교한 결과로서 먼저 광합성율

비교의 경우 실생묘 평균은 10.67 µmol CO
2
m−2s−1, 체세

포묘는 9.04 µmol CO
2
m−2s−1로 나타나 실생묘가 다소 높

았다(Figure 1a). 기공전도도 비교에서는 실생묘가 0.2 mol

H
2
Om−2s−1인 반면 체세포묘는 0.166 mol H

2
Om−2s−1로 나

타나 실생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Figure 1b). 증산율 비

교 역시 1.71 mmol H
2
Om−2s−1를 보인 실생묘가 1.513

mmol H
2
Om−2s−1를 보인 체세포묘 보다 다소 높아(Figure

1c) 실생묘가 광합성율 등의 생리활성에서는 체세포묘 보

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nterior

spruce의 실생묘가 체세포묘 보다 광합성율이 높았다는 보

고(Grossnickle and Major, 1998)와 일치하지만 white

spruce의 경우 체세포묘 개체들이 실생묘보다 총 광합성

율이 높았다는 보고(Lamhamedi et al., 2000)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실험에서의 측정수치는 측정 시간 및 주변 환

경조건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몇 번의 측정

으로 단정하기는 힘들고, 또한 이 결과(Figure 1)는 식물

체가 생장함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생리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Nsangou and

Greenwood(1998)에 따르면 8개월의 red spruce 총 광합성

양 비교에서 실생묘는 0.7 µmol CO
2
m−2s−1, 체세포묘 또

한 0.7 µmol CO
2
m−2s−1로 나타나 차이가 없었으나 기공전

도도에서는 체세포묘가 약간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

라서 묘고 등의 생장이 높은 실생묘가 항상 체세포묘 보

다 엽조직의 가스교환 효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음을 보

여주고 있고(Nsangou and Greenwood, 1998), 또한 eastern

larch의 성숙목이 생장속도가 빠른 유시성(juvenility)이 있

는 접수로 생장된 접목개체 보다 총 광합성 율이 높았다

는 연구결과(Greenwood et al., 1989)가 있어 식물의 유시

성 차이에 따른 생장속도와 광합성율과는 밀접한 연관성

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기공 밀도, 길이 및 폭 비교

기공은 광합성과 호흡 시 가스(CO
2
 및 O

2
) 교환을 담당

하는 주요 엽조직의 기관이며 앞서 서술한 광합성율, 기

공전도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공의 형태 및 크기

를 추정하면 그 식물의 정상적인 광합성 효율 등을 가늠

해볼 수 있다. 따라서 Figure 2와 3은 실생묘와 체세포묘

간의 기공 밀도, 길이 및 폭을 비교한 것으로서 먼저 기공

밀도 비교에서는 실생묘가 23.33개/mm2, 체세포묘가 22.43

개/mm2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Figure 2a). 기공 길

이비교에서는 실생묘가 25.83 µm, 체세포묘가 23.46 µm

로 약간 크게 나타났으나(Figure 2b), 기공 폭 비교에서는

실생묘가 15.87 µm, embling이 15.3 µm으로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나(Figure 2c) 체세포묘의 엽조직 기공은 일반 실

생묘와 거의 동일한 밀도 및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Figure 2). 야외에 식재된 체세포묘간의 기공크

기와 밀도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red spruce의 실생묘와 체세포묘간의 기공특성

비교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여 체세포묘 또한 실생묘와 마

찬가지로 정상적인 증산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고(Grossnickle et al., 1998), 3년생 낙엽송의 실생묘와 체

Figure 1. Comparison of photosynthetic rate (a), stomatal

conductance (b) and respiration rate (c) between seedling
and somatic plant in 5-year-old L. tulip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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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묘 침엽의 기공비교의 경우 기공밀도 및 폭은 체세포

묘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기공길이는 실생묘에서 크게 나

타나 식물체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Kim et al., 2002). 또

한 기공 밀도 등은 식물체의 생육환경의 광도 및 광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Lee et al., 2007), 체세포묘

의 배양 단계에 따른 기공 밀도 등의 차이(Joshi et al.,

2006)를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기내배양 유래 식물체의

기공 중 29.4%는 변형된 것으로 알려져(Joshi et al.,

2006) 차후 생장필드에서의 배양묘의 정상적인 생장의 중

요성을 보여준다. 

3. DNA 함량 비교

조직배양 유래 식물체는 식물생장조절물질 및 배양환

경으로 인해 후성적 DNA변이 개체출현 가능성이 높은 것

이 사실이나 체세포배 유래 식물체인 체세포묘는 아배양

및 캘러스배양 유래 식물체와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sabel et al., 1993). 따라서 Figure 4는 실생묘

와 체세포묘 개체 간의 Flow cytometry로 분석한 DNA 함량

프로파일 비교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두 식물체군 간

의 DNA 함량변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Figure 4). Quercus

robur의 somatic plant의 경우 RAPD(Valladares et al., 2005)
Figure 2. Comparison of stomatal density (a), length (b) and
width (c) between seedling and somatic plant in 5-year-old L.

tulipifera. 

Figure 3. Comparison of stomatal morphology between seedling (a, arrows) and somatic plant (b, arrows) in 5-year-old L.
tulipifera. (Bar =25 µm)

Figure 4. Comparison of DNA-histogram seedling (a, c) and somatic plant (b, d) in 5-year-old L. tulip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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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DNA flow cytometry(Endemann et al., 2001)분석으

로 변이체가 발견되지 않아 DNA는 안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Isabel et al.(1993)은 2,270본의 white

spruce somatic plant개체를 분석하던 중 4본에서 엽록소가

결핍된 변이체를 발견하였으며, 또한 RAPD 혹은 전자현

미경으로 엽록체 혹은 핵게놈의 유전적 불안정성을 밝혔

고, Tremblay et al.(1999)은 5년생 black spruce 및 white

spruce의 체세포묘 개체를 분석하여 총 9종류의 비정상개

체를 분류하였는데 그중 생장왜소형, 사향성(斜向性,

plagiotropism) 등 비유전적 요인과 침엽색소 결핍개체와

같은 염색체의 이수성으로 야기되는 변이개체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Borchert et al.(2007)은 Cyclamen persicum의

체세포배 유도 중 각 단계 별 체세포배를 Flow cytometry

분석 한 결과 각 단계 별에 따른 체세포배에서 DNA함량

변이체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변이체는 배발생조직의 장

기간에 걸친 배양 및 세포배양으로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

인데 배양과정 중 DNA함량 변이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짧은 기간 내 배양된 식물체 유래의 조직 사용 및

액체질소로의 초저온저장을 통한 조직배양체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수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재료인 백

합나무 체세포묘 개체의 경우 DNA 함량변이는 아직 발

견되지 않아 보다 유전적으로 보다 안정적이지만 차후

ISSR마커를 이용한 보다 정교한 변이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도 본 연구의 재료인 백합나

무 체세포묘의 경우 DNA 함량변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

아 보다 유전적으로 보다 안정적이지만 차후 보다 정교한

변이분석을 위해 ISSR마커를 이용한 DNA변이분석이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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