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대사니’ 조직배양구 생산을 위한 배지 조건
m 조직배양구를 이용한 무병 우량 종구 사용시 일반 종구 보다 생산성
을 높일 수 있음
m 조직배양구 직파 시 구중 0.2g미만은 발아율이 낮아 0.2g이상의 조직
배양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법 정립이 필요

개발된 영농기술정보
m 조직배양구 생산 과정
생장점 적출 및
치상
(30일)

뿌리·경엽분화,
신초배양
(30일)

구 형성 및
비대
(60일)

수확

m 조직배양 배지 조건
- 생장점 및 신초 배양 배지(L): MS배지 4.43g, 설탕 30g, 티아민 1㎖,
NAA 0.5㎎, 2ip 3㎎, 한천 9g

- 구 형성 및 비대 배양 배지(L): MS배지 6.65g, 설탕 70g, 한천 9g
※ 관행 배지의 MS배지 함량을 1.5배량 사용 함
m 1.5배량 MS배지 사용 효과
- 조직배양구 형성률 138%, 0.2g 이상 구 형성률이 103%로 우수함
※ 발아율이 낮은 0.2g 미만 조직배양구는 하우스(원예상토)에 순화
재배하면 0.68g 이상 단구로 생산되며 이를 재파종하여 종구로
활용 가능

마늘 ‘대사니’ 조직배양구(0.2g이상) 생산기술 매뉴얼
조직배양구 생산을 위한 배양실 환경 조건
m 온도 18∼20℃, 습도 40% 내외 유지
m 광 조건: 주간 16시간, 야간 8시간

조직배양을 위한 사전 준비(배지 만들기)
m 준비물: MS배지, 한천, 티아민, NAA, 2ip, 설탕
m 배지 조제 방법
①
②
③
④
⑤
·
·
·
·
⑥

3ℓ비이커에 마그네틱바와 증류수 500㎖을 넣는다
MS배지 파우더, 한천, 설탕, 호르몬을 넣고 혼합한다.
pH 5.8로 조절 후 증류수를 넣어 총 용량을 1ℓ로 맞춘다.
배지를 가열하여 한천을 녹인 후 고압멸균한다(121℃, 15분).
무균대 안에서 배지를 각 용기에 분주한다.
생장점배양: 페트리디쉬(100×40㎜)에 멸균된 배지 50㎖씩 분주
생장점배양: 시험관 1개당 배지 10㎖씩 분주
신초배양: 배양병(200㎖, 62×111㎜)에 배지 약 40㎖씩 분주
구 비대 배양: 배양병(400㎖, 81×132㎜)에 배지 약 55㎖씩 분주
무균대 안에서 배지를 식혀 굳힌다.

조직배양 1단계 (시료 준비하기)
m 인편
① 인편의 껍질을 벗기고, 가로 세로 1∼1.5㎝의 크기로 깍뚝썬다.
② 세재로 세척 후 타올로 닦아 건조한다.

m 인편 분화기
① 시료를 손질하고 발아엽∼보통엽까지 제거한다.
② 뿌리를 작라내고 3㎝크기로 자른다.
③ 세재로 세척 후 타올로 닦아 건조한다.

조직배양 2단계 (시료 소독하기)
m 시료 소독은 무균대에서 작업한다.
- 준비물: 75% 알콜, 5% 차아염소산나트륨, tween20, 3차 증류수

① 75% 알콜을 넣고 50초간 흔들어 세척한다.
② 세척액을 제거하고 멸균수로 세척한다.
③ 5% 차아염소산나트륨에 tween20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10분간
흔들어 세척한다.
※ 작은 인편이나 인편분화기 시료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를
3% 정도로 낮춰 세척 함
④ 세척액을 제거하고 멸균수로 세척을 6회 반복한다.
⑤ 멸균된 패트리디쉬에 담는다.

조직배양 3단계 (생장점 적출 및 치상)
m 인편 생장점 적출
- 현미경에서 작업한다.
① 시료를 패트리디쉬에 올려 핀셋으로 고정
한다.
② 저장엽, 발아엽, 보통엽을 제거한다.
③ 제1 엽원기까지 최대한 제거하고 생장점
을 적출한다.
④ 적출한 생장점을 조심스럽게 배지에 옮겨
놓는다.

m 인편 분화기 생장점 적출
①
②
③
④

시료를 패트리디쉬에 올려 핀셋으로 고정한다
발아엽, 최종직전엽을 제거한다
제1 엽원기까지 최대한 제거하고 생장점을 적출한다.
적출한 생장점을 조심스럽게 배지에 옮겨 놓는다.

- 생장점 배양
· 적출 후 일주일 전후로 연두 빛을 내며 신초가 자라기 시작하며 생존
하지 못하는 생장점은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이 하얗게 변함

조직배양 4단계 (신초배양)
m 신초배지 교체 및 배양은 무균대에서 작업한다.

①
②
③
④

배양한 생장점을 패트리디쉬로 옮긴다.
신초잎을 길이 1∼2㎝로 자른다.
배양병 당 5점씩 치상한다.
경우에 따라, 신초의 둘레가 얇을 경우 1∼2번 배지를 교체하여 굶
게 자라게 해준다.

조직배양 4단계 (구비대 배양)
m 구 비대 배지 교체 및 배양은 무균대에서 작업한다.
① 배양한 신초를 꺼내 패트리디쉬로 옮긴다.
② 잎의 길이를 1∼2㎝정도로 자르고 뿌리부분도 적당한크기로 잘라 정
리한다.
③ 배양병 당 4점씩 치상한다.

조직배양 5단계 (수확)
m 구비대 배양 후 2개월 정도 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면 수확시기다.
① 잎이 노랗게 변한 조직배양구의 배양병에서 내용물을 꺼낸다.
② 조직배양구에 엉겨붙은 배지를 제거한다.
③ 물에 잘 세척하면서 노화된 잎과 뿌리도 제거한다.
④ 종이타월 위에 잘 펼쳐 배양실에서 건조한다.

조직배양구 저장
m 온도 18℃에서 어둡게하여 저장 및 보관하고 9월 파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