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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obtain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use of bamboo, the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moso bamboo 
shoots, and 20-day-old, 60-day-old, one-year-old, and two-year-old moso bamboo were observed by us-
ing polarizing microscope. The cross section showed that the bamboo shoots consists of the early stage 
of cell formation, atactostele, parenchyma, and bundle sheath was formed in 20-day-old moso bamboo, 
and all cells completely formed in 60-day-old moso bamboo. The tissues in one-year-old moso bamboo 
appeared to be completely matured. On the tangential surface, no atactostele was observed in the bamboo 
shoot, but metaxylem, parenchyma, and bundle sheath were found. atactostele and parenchyma appeared 
to be formed between 20 and 60 days. All tissues and cells were totally formed and the cell wall of paren-
chyma were completely matured after one year. The metaxylem in bamboo shoots was observed to have 
pits, which means that it could be the tissues first formed of all bamboo cells. 

Keywords : Tissue of bamboo, Moso bamboo, Bamboo shoots, Metaxylem, parenchyma, Bundle 
sheeath

1. 서 론

대나무는 벼과, 대나무아과에 속하는 상록성 목본

인 키 큰 풀을 말하며, 북위 51°에서 남위 47° 범위에 분

포되어 생육하고 있다. 열대, 아열대, 온대 남부를 중심

으로 전체 60속에서 90속으로 분류되며, 종수로는 

1,100-1,500종으로 약 2천2백만 ha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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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of bamboo Length(cm) Diameter(cm)
bamboo shoots

20 days
60 days
1 year
2 years
3 years

30/20～40
210/200～240

1060/990～1150
1260/1030～1350
1260/1120～1360
1310/1180～1400

7.4/5.4～9.3
7.7/6.0～9.3

9.4/8.4～10.3
9.7/9.1～10.3
9.9/9.2～10.6
10.0/9.1～10.9

Table 1. Length and diameter of bamboo shoots and bamboo

우리나라에는 왕대속(Phyllostachys), 조릿대속

(Sasa) 및 해장죽속(Arundinaria)의 3속 15종의 대나

무가 자라고 있다. 대나무 숲 면적은 약 6,100 ha로 대부

분 남부지방의 전남 및 경남에 약 80% 이상 분포되어 

있다. 0.1 ha 이상 대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수는 약 

9,000호로 2004년에 조사
1)
되었다. 제일 많이 재배되

고 있는 것이 약 67%로서 왕대이고, 솜대는 28%, 맹종

죽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5%이다. 대나무는 남부지방

에서 소득 경제 수종 이였지만, 대나무로 제조되어 사

용하던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소재로 대

체되면서 대나무의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 한편, 대나

무보다 수익성이 높은 맹종죽의 죽순의 소비량도 

1990년까지 증가되다가 그 후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구 환경보호에 삼림이 큰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식이 고조되면서 삼림보호 측면에서 입목 벌

채를 자제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일부 목재자원을 대

나무로 대체하고자하는 목질 시멘트보드의 보강제
2), 

일본 川內工場3)
에서는 대나무 펄프를 제조하여 목재

섬유와 10-30% 정도를 혼합하여 양질의 종이 생산, 인
피섬유와 혼합하여 고급 화선지

4)
를 제조하고 있다. 최

근에는 대나무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서 이용하기 위

하여 죽종 및 죽령별 화학구성 성분에 대하여 검토
5)
되

었다. 
전보

6)
에서는 대나무 자원을 펄프용재로 이용하기 

위해 맹종죽 60 일생(신죽), 1 년, 2 년, 3 년생으로부터 

알칼리펄프를 제조하여 섬유 및 쉬트의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질화가 진행되지 않은 신죽의 리그닌 

함량은 14.4%, 목질화가 진행된 1 년생 이상부터는 약 

25%였고, 펄프 수율은 41-47%의 범위로서 죽령이 높

을수록 수율이 감소되었다. 죽령별 펄프의 섬유 길이, 
폭 및 Curl Index는 동일하였지만, Coarseness는 신죽

부터 수령이 증가하면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펄프의 광학적, 강도적 성질은 죽령이 증가되

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신죽이 가장 우수하

였다. 맹종죽 펄프는 2년생 이상보다 1년생 이하에서 

제조하는 것이 효과적 이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맹종죽, 솜대, 왕대의 죽령별로 탄수화물

7)
에 대하여 검

토하여 존재하는 당성분은 Fuctose, Arabinose, 
Rhamlose, Galatose, Glucose, Xylose, Mannose이며, 
Glucose 함량이 제일 높고 다음이 Xylose이며 그 외의 

당성분은 3%이하로 소량 함유되어 있다. 당 성분은 죽

순에서 적은 함량을 나타내지만 50일 이후는 완전히 

생성되어 일정한 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나무 내 성

분(당, 리그닌, 추출물)은 죽종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죽령별로는 조직 및 성분이 생성 초기 단계인 

죽순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나무 유효 이용을 위한 조직적 기

초 자료를 얻기 위해 맹종죽의 죽순, 20일생, 60일생, 1
년, 2년, 3년생의 조직에 대하여 광학현미경, 편광현미

경을 이용하여 횡단면, 접선단면상에서 관찰, 검토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맹종죽(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죽순, 20일
생, 60일생 및 1, 2, 3년생을 국립 산림과학원 남부산림

연구원 구내 죽림에서 각 3본 씩 벌채하여 공시재로 사

용하였으며, 공시죽의 길이 및 직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죽순과 20일생 시료의 직경은 지표면으로

부터 30 cm되는 부위에서 측정된 것이고, 그 외의 60일
생, 1, 2, 3년생은 흉고직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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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2.2.1. 조직의 현미경적 관찰

맹종죽의 각 수령별로 목편을 채취하여 죽편의 횡단

면, 접선단면에서 활주식 마이크로톰으로 두께 20-25 
㎛로 절편을 제작한 후, 현미경 관찰용 영구프레파라

트를 제작하였다. 맹종죽의 조직적 특징 및 세포의 크

기를 광학․편광현미경(OLYMPUS BX 50)으로 관찰, 
측정하였다.

전자현미경은 죽순 조직을 팔파로 분쇄하여 얻어진 

시료를 아세톤 시리즈로 탈수하고 60℃ 건조기에서 건

조 후 백금 코팅하였다. 일본의 JEOL사에서 제작한 

JSM-6701F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가속전압 5 kV, 작업거리 6 mm～8 mm, 50～6000배
율에서 SEI(Secondary Electron Image) 방식으로 관

찰,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맹종죽 조직 및 구성 세포

대나무는 단자엽류로 일부 죽종은 크게 자라며, 목
본류는 체적증대가 2차생장인 비대생장에 의하지만, 
대나무는 1차생장인 신장생장에 의해 생육된다. 그럼

으로 Fig. 1의 대나무의 구성세포의 종류 및 배열 등은 

목재와 다르다. 
Fig. 1은 맹종죽 횡단면의 외부(Fig. 1의 1)와 내부

(Fig. 1의 2)의 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된 것이다. 
Fig. 1의 1의 사진에서 바깥쪽의 화살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후벽표피이고, 표피 안쪽에 피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유세포(pr)로 이뤄진 조직 내에 유관속(bs)이 불

규칙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Fig. 1의 2의 사진에서의 

중심주(유관속)8)
는 유관속초 안쪽에 후생목부(mx), 

후생사부(mp), 원생목부(px), 원생사부(pp)가 존재하

고 있다. 중심주 바깥쪽에는 유세포가 배치되어 있다.

3.2. 횡단면상의 조직

3.2.1. 중심주 조직

Fig. 3은 맹종죽 죽령별 횡단면 조직을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된 것이다. 1은 죽순, 2는 발순 후 20일생, 3은 

60일생, 4는 1년생, 5는 2년생, 3은 3년생 조직의 사진

이다. 사진 상에서 1의 죽순은 중심부가 형성되지 않은 

초기상태로 관찰되었다. 발순 후 20일(Fig. 3의 1)이 되

면 유관속초, 후생목부, 후생사부, 원생목부, 유세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년생 이상((Fig. 3의 4, 5, 6)의 세

포와 비교하면 세포의 형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

태이다. 발순 후 60일생((Fig. 3의 3)이 되면 부피, 길이 

생장이 전부 진행되어 완전히 자란 상태가 된다. 그러

므로 구성세포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60일생 

이후부터는 목화가 완전히 진행되어 1년생(Fig. 3의 4)
과 그 이후(Fig. 3의 5, 6) 조직부터는 유관속초와 유세

포의 조직이 완전히 성숙되고 현미경용 시료 제작과정

에서 단단해진 것이 관찰되었다.
맹종죽의 죽령별 klason lignin 함량에서 죽순은 

2.8%, 20일생은 18.7%, 50일생은 25.5%, 1년생은 

28.1%로 보고7)되어 있다. 50일생의 대나무 리그닌함

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그 이후는 그 함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0일생 이후 목질화가 완전히 진행

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 3에서 죽령별 중심주의 조직은 형태적으로 관

찰되었지만, 그 세포의 세포막에 대한 관찰을 편광현

미경을 이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벽이 형성 및 2차벽의 3층을 관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島地 등9)
은 침엽수 가도관, 활엽수 목

섬유의 2차벽 외층, 중층, 내층의 휘브릴 경사각에 의

해 빛이 발산되어 명암이 다르다고 하였다. 맹종죽 죽

령별 중심주 조직에 대하여 편광현미경으로 관찰된 것

이 Fig. 3와 같다.
죽순(Fig. 4의 1)에서는 화살표시 된 부분의 일부에

서 빛이 분산되는 부분이 관찰되었다. 그것은 세포벽 

중의 마이크로피브릴 배향과 세포벽의 벽층이 구성됨

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살표시 된 부분의 세포는 세포벽

이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발순 후 20일생(Fig. 4의 2)이 

되면 중심주 조직(화살표시)은 세포벽이 생성되었고, 
유세포는 아직 세포벽이 생성되지 않았다. 발순 후 60
일생(Fig. 4의 3)과 1년생 이 후부터(Fig. 4의 4, 5, 6)는 

모든 조직이 세포벽이 생되어 세포벽에서 선명하게 빛

이 발산되고 있다.
편광 현미경에 의한 관찰에서 죽순에 존재하는 세포

는 세포벽이 형성되지 않았고, 20일생은 중심주 조직

의 세포에 세포벽이 형성되었지만, 유세포는 아직 세

포벽이 형성되지 않았다. 60일생에서는 조직과 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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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세포벽이 형성되었다. 1년생 이후는 중심주의 각 

세포의 세포벽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로 관찰되었다.

3.2.2. 유관속초

유관속초는 중심주 조직 내와 표피 아래 분포되어 

있는 조직으로 전체 조직 내에 상당히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주에 존재하는 유관속초를 죽령별

로 관찰하여 비교한 것이 Fig. 5와 같다. 
죽순의 유관속초는 Fig. 5의 1의 화살표시와 같이 형

성되었다. 중심주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관찰

되었다. 20일이 경과되면 Fig. 5의 2에서와 같이 중심

주가 형성되었지만, 후생목부와 유관속초(화살표)는 

완전한 세포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60
일(Fig. 5의 3)이 되면 맹종죽의 신장생장이 끝난 상태

기 때문에 세포는 완전히 형성된 것 같다. 유관속초(화
살표시)의 세포내강이 크게 관찰되었다. 1년생 이후가 

되면 사진 상(Fig. 5의 4, 5, 6)에서 세포내강이 좁고 세

포벽이 두껍게 관찰되었다. 3년생(Fig. 5의 6)의 유관

속초는 다른 죽령의 유관속초보다 세포벽이 두껍게 관

찰되었다.

3.2.3. 유세포 조직

맹종죽 죽령별 횡단면 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중심

주 주의에 분포되어 있는 유세포를 관찰한 것이 Fig. 6
이다.

죽순의 유세포(Fig. 6의 1)는 아직 완전히 생성된 상

태로 관찰되었다. 20일(Fig. 6의 2)이 경과되면 죽순의 

유세포 보다는 생장되었지만 세포벽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다. 신장생장이 끝난 60일생(Fig. 6의 3)이 되면 유

세포적인 형태를 갖추었지만 세포벽은 완전히 형성되

지 않았다. 그러나 1년생 이후(Fig. 6의 4, 5, 6)부터는 

세포벽이 확실히 관찰되었다.
Fig. 7.에서는 편광현미경으로 죽령별 유세포의 세

포벽에 대하여 관찰된 것이다. 죽순의 조직(Fig. 7의 1)
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포벽에서 빛

이 발산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에서 빛의 발

산되어 있었다. 20일(Fig. 7의 2)이 지나면 유세포의 세

포벽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을 관찰되었다. 60일생 

(Fig. 7의 3)은 유세포의 세포벽에서 빛이 발산된 것으

로 관찰되어 이시기에 세포벽이 완전히 생성된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후부터(Fig. 7의 4, 5, 6)는 세포벽이 뚜

렷하게 빛이 발산되었다. 3년생 유세포(Fig. 7의 6)의 

세포벽은 다른 죽령의 유세포의 세포벽보다 뚜렷한 상

태로 관찰되었다. 

3.3. 접선단면상의 조직

맹종죽의 죽령별 세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 항에서

는 횡단면 상에서 관찰되었고 이어서 접선단면 상에서 

관찰하였다. Fig. 8의 1은 죽순, 2는 20일생, 3은 60일
생, 4는 1년생, 5는 2년생, 6은 3년생 맹종죽 접선단면

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횡단면 상에서의 죽순(Fig. 3의 1)에서는 중심주가 

생성되지 않아 후생목부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접선단면(Fig. 8의 1)에서는 유세포와 유관속초도 관

찰되었다. 이것은 시편의 관찰방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8의 2의 20일생은 유세포와 유관속초가 

관찰되었다. 횡단면 상에서 중심주가 관찰되었기 때문

에 유관속초에 후생목부가 쌓여 있어 사진 상에는 관찰

되지 않았다. Fig. 8의 3의 60일생은 횡단면 상에서와 

같이 중심주가 완전히 형성되어 접선단면 상에서 완전

히 형성된 유관속초와 유세포가 관찰되었다. 그 이후

의 1년생(Fig. 8의 4), 2년생(Fig. 8의 5), 3년생(Fig. 8의 

6)에서 유관속초와 유세포가 완전히 성숙된 상태로 관

찰되었다. 특히 3년생(Fig. 8의 6) 유세포는 세포벽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Fig. 8의 1의 죽순 조직에서 후생목부가 관찰되었다. 

그 후생목부는 생성 초기 과정의 세포이기 때문에 좀더 

관찰하기 위하여 죽순 조직을 메틸렌블루로 염색하여 

관찰한 것이 Fig. 9이다. 
Fig. 9의 1은 앞서 설명한 Fig. 8의 1 사진이고, Fig. 

9의 2는 죽순 조직을 메틸렌블루 염색액으로 염색하여 

관찰된 것으로 조직 내에 둥근 원 상태의 세포가 연결

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 세포를 분리하여 관찰

된 것이 Fig. 9의 3이다. 
죽순 조직 내의 후생목부 형태를 전자현미경으로 확

대하여 관찰한 것이 Fig. 10이다. Fig. 10의 1은 1,100배
율에서 관찰된 것이고 Fig. 10의 2는 Fig. 10의 1의 원으

로 표시된 부분을 6,000배율로 확대하여 관찰된 것이

다. Fig. 10의 2의 사진 상에서 1과 2는 벽공인데, 1의 벽

공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2의 경우는 벽공이 생

성된 상태이다. 
죽순 조직 내에서 관찰된 세포 중에 후생목부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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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issue of outer part

2:Tissue of middle part 
   cor: cortex, pr:Parenchyma, bs: Bundle sheeath,  mp: 

Metaphloem, mx: Metaxylem, 
   px: protoxylem,  pp: protophloem

Fig. 2. Outer part and middle part of moso
bamboo tissue.

A : Bamboo area,  B-1,2 : Bamboo shoots, 
C : 60 days bamboo 

Fig. 1. Materials of moso bamboo and bamboo 
area.

   1:bamboo shoots, 2:20 days, 3:60 days, 4:1 year,          
5:2 years, 6:3 years

Fig. 3. Light microscope photographs of atactostele
in tissue of moso bamboo with various ages.

   1: Bamboo shoots, 2:20 days, 3:60 days, 4:1 year,         
5:2 years, 6:3 years

Fig. 4. Polarizing microscope photographs of atactostele 
in tissue of moso bamboo with various ages.

1:Bamboo shoots, 2:20 days, 3:60 days, 4:1 year, 5:2 
years, 6:3 years

Fig. 5. Light microscope photographs of bundle 
sheath in tissue of moso bamboo with 
various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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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amboo shoots, 2:20 days, 3:60 days, 4:1 year,        
5:2 years, 6:3 years

Fig. 6. Light microscope photographs of parenchyma 
in tissue of moso bamboo with various ages.

   1:Bamboo shoots, 2:20 days, 3:60 days, 4:1 year,        
   5:2 years, 6:3 years

Fig. 7. Polarizing microscope photographs of 
parenchyma in tissue of moso bamboo 
with various ages.

mx:Metaxylem, pr:Parenchyma, bs:Bundle sheeath
1:Bamboo shoots, 2:20 days, 3:60 days, 4:1 year, 5:2 years, 6:3 years

Fig. 8. Tangential section tissue of moso bamboo with various ages.

1, 2:Tissue of bamboo shoots, 3:Metaxylem

Fig. 9. Metaxylem in bamboo shoots tissue of moso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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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etaxylem(×1,100), 2:metaxylem(×6,000)

Fig. 10.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of metaxylem in bamboo shoots tissue.

공이 이시기에 형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대나

무 조직 중에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것이 후생목부로 추

정된다.

4. 결 론

대나무 유효 이용을 위한 조직적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맹종죽의 죽순, 20일생, 60일생, 1년, 2년, 3년생

의 조직에 대하여 광학현미경,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횡단면, 접선단면상에서 관찰,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면 상에서의 중심주 조직은 죽순에서 형성되

지 않았고, 20일생에서 형성되어 60일생에서 완전히 

형성되었다. 그 이후에서는 조직이 완전히 성숙된 것

을 편광현미경의 세포벽 관찰에서 확인되었다.
2. 횡단면 상에서의 죽순의 유관속초는 형성 초기이

고, 60일생이 되어야 완전한 세포로 형성되었고, 1년생 

이후부터는 육안 상으로 매우 단단한 세포로 관찰되었

다.
3. 횡단면 상에서 죽순의 유세포는 생성 초기이고, 

20일생이면 유세포가 형성되었지만 세포벽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다. 60일생은 유세포의 형태를 갖추었지

만 세포벽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 1년생 이후부터

는 2차벽 각 층의 마이크로피브릴의 경사각이 안정한 

상태 배열되어 완전히 성숙된 유세포로 관찰되었다.
4. 접선단면상에서의 죽순은 중심주가 생성되지 않

았지만 후생목부, 유세포, 유관속초가 관찰되었고, 20
일생은 중심주가 형성되어 유세포와 유관속초만 관찰

되었다. 60일생 이후는 중심주가 완전히 형성되었고, 1
년생 이후의 유세포는 세포벽에서 성숙된 상태로 관찰

되었다. 
5. 죽순에 존재하는 후생목부는 벽공이 생성된 상태

로 관찰되어 대나무 조직 중에 제일 먼저 형성되는 세

포는 후생목부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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