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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및 배지 고형제를 이용한 알스트로메리아

식물체 대량증식 체계 확립

Establishment of propagation system for  Alstroemeria plants by using 
hormones and gelling agents

양환래*, 이상희** 김종보***

Hwan Rae Yang*, Sang Hee Lee**, Jong Bo Kim***

요 약 알스트로메리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절화 작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낮은 증식률과 번식기간이 길고 바이러스

질병 감염이 높기 때문에 대량증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내 조직배양을 이용한 대량증식 시스템 쳬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A와 NAA 그리고 여러 가지 배지 고형제를 이용하여 알스트로메리아 최적의 생장

효율을 찾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BA 1.0 mg/L 와 NAA 0.1 mg/L를 첨가한 배지에서 무처리구에 비하

여 신초 및 뿌리의 개수가 약 1.5배 증가하였고 비대한 신초와 뿌리를 나타내었다. 여러 가지 배지 고형제들 중

gelrite 0.25%를 첨가한 배지에서 타 처리구에 비해 최대 50% 향상된 길이를 나타내었고, 근경 개수 및 생체중 증가

량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스트로메리아 신품종 개발 및 대량증식 시스템

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알스트로메리아, 근경, 배지 고형제, 대량증식, 식물생장조절제

Abstract Alstroemeria (Alstroemeriacea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t flowers in international market. But, 
its characteristics such as low multiplication rates, time consuming process and high risk of carrying viral 
disease, in vitro propagation techniques based on rhizome meristems culture have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this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rmones and gelling agents on the growth for 
Alstroemeria in vitro tissue culture. The highest number of shoot and root formation were obtained from the 
growth medium contains BA 1.0 mg/L and NAA 0.1 mg/L. When 0.25% of gelrite was added up to 50% 
shoots and roots length were observed compared to other gelling agents. Using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mass production systems in Alstroemeria.

Key words :  Alstroemeria, Rhizome, Gelling agents, Micro-propagation, Plant growth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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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예의 여러 작물들 중 꽃은 자연물 중 가장 아름

다운 소재 중의 하나로 조형예술에도 널리 사용된다

[1]. 국내에 소개되어 재배되어 온 다양한 꽃들 중에서

최근 들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스트로메리아의 인기

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소재인 알스트로메리아

(Alstroemeria)는 알스트로메리아과(Alstroemeriaceae)

에 속하는 단자엽 식물로, Inca lily또는 Peruvian lily

라고도 불리 운다 [2]. 알스트로메리아는 칠레와 브라질

을 중심으로 약 100여 가지 이상의 자생종이 분포하고

있다 [3].

또한 세계 10대 절화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 중 하나로 화색이나 화형이 다양하고 화려하여 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

리고 생산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2005년부터 국내의 시

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절화 수명과

개화기간이 길어 소비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번식기간이 길고 증식률이 낮으며 바이러스

감염율이 높아 기존 전통 육종방법으로는 대량증식이

어렵고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4].

따라서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대량증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우량 품종을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종 출원 예정인 알스트로

메리아 교잡 계통 C269의 근경 생장점 배양을 바탕으

로 기내 식물체 대량증식을 위한 조건을 구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식물체 재료

전남대학교 화훼원예학 연구실에서 품종 출원 예정

인 알스트로메리아 교잡계통 C269의 근경을 식물 재료

로 사용하였다. C269 품종은 절화로서 상업가치가 높다

고 판단되는 우량 육종 계통으로, 수입 품종과 비교하

였을 때 꽃의 크기와 초장이 크고 줄기 또한 굵은 것이

특징이다 [5].

C269의 근경을 살균 후 수세하여 MS Medium [6]

salts, 3% sucrose, 0.25% gelrite, 6-Benzylaminopurin

2.0 mg/L, pH 6.0±0.1에 치상하여 초대배양 하였다. 배

양체는 기온 20±1℃인 배양실에서 명기 16시간과 암기

8시간의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초대 배양 이후 4주

에 한번 계대배양을 실시하여 근경 증식을 통해 실험을

위한 C269의 근경 생장점을 준비하였다.

2. 알스트로메리아 최적의 호르몬 구명

C269의 신초 및 뿌리 그리고 근경의 생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식물생장호르몬(Plant

Growth Regulator)의 농도를 구명하기 위해

6-Benzylaminopurin(BAP)와 1-Naphthalene acetic

acid(NAA)를 혼용하여 총 5개의 처리구에 근경을 치상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무처리구는 호르몬이 첨가되

지 않은 MS 배지를 이용하였고, BAP는 0.5, 1.0 mg/L

농도로 처리하고 NAA는 0.1, 0.2 mg/L 농도로 처리하

여 두 호르몬을 혼용으로 4가지 조건하에서 MS 배지

에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배지는 Incu tissue(72 × 72 × 100, SPL) 용기에

약 100 mL 분주하여 준비하였고 배양체는 Incu tissue

용기 당 5개의 근경을 치상하여 각각의 처리구 당 총

30개씩 3반복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2주마다 뿌리의 개수 및 길이, 신초

의 개수 및 길이, 새로 생성된 근경의 개수 그리고 생

체중 증가량을 측정하여 총 12주 후의 결과를 조사하였

다.

3. 알스트로메리아 최적의 배지 고형제 구명

알스트로메리아 증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진 배지 고형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총 5가지의 배지

고형제를 이용하여 근경배양을 진행하였다. 두 가지 조

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발근 유도 실험에서

는 기본 MS 배지에 NAA 0.1 mg/L를 첨가하고

Gelrite(Duchefa)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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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르몬 농도에 따른 알스트로메리아 생육 상태 비교

Figure 1. Conditions of growth in Alstroemeria with concentrations of growth regulators.
(A: BA 0.0 + NAA 0.0 B: BA 0.5 + NAA 0.1 C: BA 0.5 + NAA 0.2 D: BA 1.0 + NAA 0.1 E: BA 1.0 + NAA 0.2)

표 1. NAA 와 BA 농도에 따른 알스트로메리아 생육 효율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the effect of NAA and BA concentrations on length of root and shoot, rhizome formation and fresh

weight of Alstroemeria

BA x NAA
(mg/L)

0.0 x 0.0 0.5 x 0.1 0.5 x 0.2 1.0 x 0.1 1.0 x 0.2

Length of root
(mm)

37.21±3.11 21.44±2.48 22.57±2.67 28.15±2.99 26.33±3.02

Number of 
root

1.35±0.21 1.89±0.33 1.94±0.24 2.04±0.35 1.93±0.36

Length of 
shoot (mm)

57.98±6.33 42.05±4.35 44.51±5.22 51.03±4.03 48.66±3.13

Number of shoot 1.44±0.30 2.31±0.35 2.22±0.52 2.43±0.29 2.65±0.55
Number of 

rhizome
1.27±0.33 2.31±0.35 1.98±.024 2.01±0.24 2.51±0.41

Fresh weight
(g)

2.01±0.24 2.89±0.33 2.33±0.31 2.75±0.45 2.63±0.24

Dashin agar(Duchefa), Micro agar(Duchefa),

Plant agar(Duchefa), Phyto agar(Duchefa) 0.70%를

각각 처리하여 총 5개의 처리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내식물체 생장 효율 비교 실험

에서는 BAP 1.0 mg/L와 NAA 0.1 mg/L를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2주마다 뿌리의 개수 및 길이, 신초

의 개수 및 길이, 새로 생성된 근경의 개수 그리고 생체

중 증가량을 측정하여 총 12주 후의 결과를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알스트로메리아 근경배양 시 최적의 호르몬 구명

알스트로메리아 근경배양을 통한 기내 식물체의 발

근

및 신초 유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BAP를 사용하였

을

때 근경 및 신초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진

바가 있다 [7-8]. 또한 NAA를 사용하였을 때 발근 유

도에 적합하다고 보고되어진 바가 있다 [9-11]. 따라서

BAP와 NAA를 배지에 혼용 처리하여 최적의 생장 호

르몬 농도를 비교하였는데, 총 12주 후 측정 결과, 무처

리구에서 뿌리 길이 및 신초가 가장 길게 측정되었지만

개수가 2개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생체중 증가량 또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Table1).

그러나, BA 1.0 mg/L와 NAA 0.1 mg/L를 첨가한

배지에서는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였을 때 생육 상태도

양호하게 관찰되었고(Figure 1), 뿌리 개수 및 신초 개

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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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러 가지 고형제에 따른 알스트로메리아 생육 효율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effect of gelling agenets on growth medium for length of root and shoot, rhizome formation and

fresh weight of Alstroemeria

Types of 
gelling agents

Gelrite Phyto agar Plant agar Daishin agar Micro agar

Length of root
(mm)

68.35±4.25 51.55±4.75 44.02±3.28 46.72±3.28 57.50±4.15

Number of 
root

2.88±0.25 2.23±0.47 2.10±0.45 1.87±0.4 2.42±0.30

Length of 
shoot (mm)

74.35±5.65 65.51±7.35 55.61±6.28 59.50±5.43 68.85±6.20

Number of shoot 2.80±0.35 1.98±0.38 1.85±0.45 2.35±0.30 2.45±0.35

Number of 
rhizome

1.98±0.35 1.85±0.25 1.75±0.39 1.68±0.35 1.94±0.28

Fresh weight
(g)

3.54±0.35 3.08±0.28 2.88±0.59 2.95±0.45 3.21±0.41

알스트로메리아 최적의 배지 고형제 구명

기내 식물체를 배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조건의

배지를 이용하여 최적의 증식 효율을 구명하는 것은 중

요하다. 배지의 구성 요소 중 배지 고형제는 식물이 배

양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불활성 지지물로써, 배지

고형제 종류에 따라 기내 식물체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고 보고되어진 바 있다 [12-13].

본 실험에서는 총 5가지의 배지 고형제를 이용하

여 알스트로메리아 생육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12주 후에 결과를 측정하여 신초 및 뿌리의 길이와 개

수, 근경 개수, 그리고 생체중 증가량을 측정하였다. 신

초 및 뿌리길이에 있어서는 gelrite 0.25%를 첨가한 배

지에서 타 처리구에 비해 최대 50%까지 높게 측정되었

고, 개수에 있어서는 2.8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또한 근경 개수에 있어서도 1.98개로 가장 많은

근경 형성을 확인하였다. 생체중 증가량 또한 3.54g으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2).

Gelrite 외에도 나머지 배지 고형제를 사용한 배지

에서 좋은 효율을 보였지만 새로운 배지로 계대배양을

할 때 뿌리가 끊어지거나 잘 뽑히지 않는 단점이 존재

하였다.

Ⅳ. 적 요

알스트로메리아는 세계 10대 절화 작물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기존

의 전통적인 육종 방법으로는 대량 증식이 어렵기 때문

에 기내 식물조직배양을 통하여 대량증식 시스템 체계

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식

물조직배양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호르몬 중 BA와

NAA를 이용하여 알스트로메리아 최적의 생장을 나타

내는 호르몬의 농도를 구명하고 여러 가지 배지 고형제

들 중 가장 좋은 고형제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먼저 최적의 호르몬 농도를 구명하는 실험에서는

총 5가지 처리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무처리구

배지에서는 신초 및 뿌리길이가 가장 길게 측정 되었지

만, 뿌리와 신초의 두께가 호르몬 처리구에 비해 얇게

측정되었고, BA 1.0 mg/L 와 NAA 1.0 mg/L 를 첨가

한 배지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비대하고 많은 수의 뿌

리와 신초가 관찰되었다(Figure 1).

여러 가지 배지 고형제에 따른 알스트로메리아 생

장 효율을 비교하는 실험에서는 총 5가지의 배지 고형

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식물조직

배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plant agar는 다른

배지 고형제에 비해 생장 효율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알스트로메리아 생장 효율에 있어서

gelrite 0.25%를 첨가한 배지에서 타 처리구에 비해 최

대 50% 정도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한 다른 배지에 비해서 투명하기 때문에 실험 결

과를 관찰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배지 고형제에 비하여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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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과제번호: 116092-3)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알스트로메리아 기내

배양과 대량 증식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어 향후

우량 품종 개발 및 보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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