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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배양을 위한 배지  

 떼어 낸 생물의 조직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배지(배양액)가 필요하다. 이 배지는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

며 목적이나 배양하는 대상에 따라 특수한 물

질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세균을 배양할 때는 

육즙이나 혈청 등이 사용되고, 곰팡이를 배양

할 때는 엿기름 가루를 따뜻한 물에 5~6시간 

넣은 후 여과한 맥아추출물이 사용된다. 배지

의 상태에 따라서는 액체 상태의 배지와 한천

이나 젤라틴 등의 고체 상태의 배지가 있다. 이

런 배지를 보호하고 원하지 않는 균들이 증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처리를 통

해 균을 없애 주는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조직 배양의 활용  

 조직 배양 기술은 1개의 세포로부터 똑같은 

형질의 개체를 무수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번식력이 약하거나 멸종 위기의 희귀 

동식물을 복원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떼어 낸 조직이 특정한 환경이나 성분에서 어

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에 활용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조직 배양 기술을 활용

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인공 씨감자

를 생산하여 보급하기도 하고, 희귀식물의 대

량 재배를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어 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조직 배양 기술은 

의약품의 대량 생산이나 백신 개발 등에도 널

리 활용되고 있다.

  교 과 서_ 114~115 쪽

  실험 관찰_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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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씨앗에서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다시 씨앗을 만드는 과정을 식물의 

한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물은 대를 이어간다.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조

건은 한살이 기간이 짧고 크기가 적당해야 하며 잎, 줄기, 꽃 그리고 열매의 관찰이 쉬워야 한다. 

 식물에 따라 씨앗의 생김새는 다양하다. 씨앗에서 싹이 트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물과 온도가 적

당해야 한다. 또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물, 햇빛 그리고 양분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알

아보기 위해 실험을 계획하여 지도한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식물

의 한살이는 한해살이 식물과 여러해살이 식물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안다.

되짚어 보기

조직 배양되고 있는 자생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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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한살이 과정에 맞게 자신의 성장과 미래의 모습을 글로 써 봅시다.

[출제 의도] 식물의 한살이 과정에 대하여 학습한 것을 자신의 성장 과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도

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3학년 1학기에서 학습한 동물의 한살이 과정과 식물의 한살이 과정을 종합

하여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예시] 식물의 한살이는 씨앗에서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 대를 이어가는 과정이

다. 먼저 씨앗에서 싹이 트고 본잎이 나오는 단계는 내가 태어나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고 무럭무

럭 자라는 단계이다. 식물이 잎과 줄기가 자라는 단계는 마치 내가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계는 지금의 부모님이 결혼하여 나를 낳으신 것과 같이 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이 고맙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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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문제 1]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거나 써넣어 봅시다.

[출제 의도] 문항 (1)은 식물의 한살이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한살이란 씨앗에서 싹이 터서 자라

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말한다. 문항 (2)는 식물의 한살이 기간이 다름을 묻는 질문이다. 

한살이 기간에 따라 한해살이, 두해살이 그리고 여러해살이 식물로 나눌 수 있다. 문항 (3)은 식물

의 한살이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조건에 대하여 묻는 질문으로, 한살이 기간이 짧고, 크기가 크며 

꽃, 열매 등을 맺어야 한다. 문항 (4)는 씨앗에서 싹이 트는 조건에 대하여 묻는 질문으로, 물과 알

맞은 온도이다. 문항 (5)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묻는 질문으로 물, 햇빛, 양분 등이 필

요하다. 문항 (6)은 햇빛이 식물의 자람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에서 변인 통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 경우에 같게 해야 할 조건은 물의 양과 온도 등이고, 다르게 해야 할 조

건은 햇빛을 받는 양이다.

[해답] (1) ○ (2) ○ (3) × (4) 물 (5) 햇빛 (6) 햇빛을 받는 양

[문제 2] 복숭아나무의 씨앗을 심으면 다음 해에 복숭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

여 봅시다.

[출제 의도] 식물의 한살이가 식물마다 모두 똑같은 단계와 시기를 거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지를 묻는 것이다. 즉 한해살이 식물의 한살이는 한 번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 해에 다 이루어지지만, 나무와 같은 식물의 한살이는 싹이 터서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해

가 걸릴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식물 개체는 유지하면

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반복한다는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해답] 대부분의 나무는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데 3~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