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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백합나무의 효율적인 기내번식법 개발을 위하여 temporary immersion 방식의 생물반응기(TIB)를

이용한 체세포배 발아에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용된 생물반응기는 간헐적으로 배지가 식

물체에 접촉되도록 설계되어 배지의 침지시간을 임의로 조절하였다. 본 방식을 통한 백합나무 체세포배 발아율은 배

지의 침지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매 4시간 마다 120분씩 침지시킨 처리구와 매 4시간 마다 60분씩 침지시킨 처

리구에서 높게 나타났다(각각 91.64%, 85.67%). 하지만 식물체의 과수화 비율은 침지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매 6

시간 마다 15분씩 침지시킨 처리구와 상대적으로 길었던 매 4시간 마다 120분씩 침지시킨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

다(각각 51.61%, 34.28%). 매 4시간 마다 60분씩 배지를 침지시킨 처리구에서 과수화된 식물체가 가장 적게 나타났

으며, abscisic acid (ABA), superoxide dismutase (SOD) 및 catalase의 함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서 생물반응기내 배지 침지 시간은 체세포배 발아시 스트레스 요소로서 작용하여 발아 및 식물체 생장의 차이를 보

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는 TIB방식의 생물반응기를 통해 백합나무의 효율적인 발아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o determine physical and physiological factors for Liriodendron tulipifera L. somatic embryo

germination, temporary immersion bioreactor (TIB) system was investigated. It was designed to immerse liquid

media with plantlets so that it was able to adjust the immersion time. Immersion of 120 minutes every 4 hours

and 60 minutes every 4 hours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germination (91.64%, 85.67%, respectively).

However, hyperhydricity of the plantlets was higher in short immersion time (15 minutes every 6 hours) and

long immersion time (120 minutes every 4 hours) (51.61%, 34.28%, respectively). Immersion of 60 minutes

every 4 hours showed the lowest hyperhydric plantlets, and also it showed the lowest activities of abscisic acid

(ABA),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catalase. The overall results implied that immersion time of media

affected germination and growth of somatic embryo, and it was able to make use of germination and growth

of L. tulipifera somatic embryos.

Key words : Liriodendron tulipifera, somatic embryo germination, bioreactor system, temporary immersion bioreactor (TIB)

서 론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는 북아메리카에서 애

팔레치아산맥 남부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수종으로

(Merkle et al., 1993), 자생지는 가파른 경사지, 파괴된 임

지의 경사지, 협곡 등에서도 발견되며 열악한 입지에도 제

한을 받지 않고 잘 자란다(유근옥 등, 2008). 그러나 곤충

을 매개로 한 수분특성으로 타가수분율이 낮고 높은 자가

수분율 때문에 충실종자율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Son

et al., 2005).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유용 경제수종으로서

의 육성에 있어서 조림적지 선정 및 기술 개발 이전에 우

량 종자 확보를 통한 건전묘 생산기술이 요구된다.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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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체세포배 유

도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약 50년 전에

Steward 등(1958)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이 기술은 접

합자배를 연구하려는 유용도구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도구로도 유용하다(Jiménez,

2001). 초기의 백합나무 체세포배유도 연구는 목질화되

지 않은 절간에서 캘러스를 유도하였으나 계속되는 캘

러스의 변질로 인해 실패하였다(Nitsch and Nitsch,

1969). 이 후 접합자배로 부터 배발생 조직을 유도하면

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Merkle and Sommer,

1986). 그 후 클론간 캘러스 유도 및 식물체 전환(Lee et

al., 2003), 액체배양과 abscisic acid 첨가(Merkle et al.,

1990)를 통한 배발생 효율증진과 식물체 재생기술의 제

고, 기타 체세포배를 이용한 백합나무 교잡종의 번식

(Merkle et al., 1993)과 동결보존(Vendrame et al., 2001)등

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고체배지를 사

용하여 대량증식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제기되

었다. 최근의 조직배양 연구는 액체배지를 사용한 생물

반응기 배양이 보편화되어 있고, 더욱이 배양과정에서 공

기공급, 배양밀도, 배지조성 그리고 배양 방식 등 배양환

경의 최적화와 자동화가 가능해 식물세포나 기관의 배양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배양 용기의 대규모화를

통해 생산비와 노동비를 절감하면서 일시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배양시스템으로도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

다(Paek et al., 2001). 하지만 초기의 생물반응기를 이용

한 식물배양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대부분 생물반응기

가 박테리아 배양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세번식에

적합하지 않았고 식물세포의 배양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압력에 의해 기관이

분리되며, 기계적인 장해와 생물반응기에 가해지는 공기

공급으로 인한 거품형성이 식물조직 생장에 민감하게 반

응하였기 때문이다(Teisson et al., 1999). 그러나 순간침

지(temporary immersion bioreactor, TIB)를 이용하면 간

헐적으로 배지를 침지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동시에 배양 효율을 높여 대량생산이 가능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액체배지로의 침지빈도 및 지속시

간은 영양분 흡수와 과수화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이것이 미세번식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Etienne

and Berthouly 2002; Albarran et al., 2005), 나아가 스

트레스 내생호르몬인 abscisic acid (ABA)와 항산화효소

활성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돕기도 한다(Jiang and

Zhang 2001; 2002).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 체세포배를 순간침지 방식의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체세포배의 효율적인 발아 및 효

율적인 건전묘 생산을 위한 침지시간을 구명하고, 이에 수

반되는 내생 abscisic acid 함량 변화 및 항산화효소 활성

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미성숙 종자를 절편으

로 배발생 캘러스를 유도하였다. 배지는 Litvay (1981)

배지(LM)에 sucrose 3%(w/v), 2, 4-dichlorophenoxyacetic

acid (2,4-D) 2.0 mg L−1, 6-benzylaminopurine (BA) 0.25

mg L−1, casein 0.8 g L−1, glutamine 0.8 g L−1과 gelrite 0.4

mg L−1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유도된 배발생캘러스로

부터 체세포배의 발달을 위해 1/2LM 배지에 gelrite 0.3

mg L−1, sucrose 2% (w/v) 및 casein 0.8 gL−1이 포함된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40일간 암배양 후 어뢰 모양으로 발

달한 것을 사용하였다. 

Figure 1. Structure of temporary immersion bioreactor. A-withdrawal phase; B-immersion phase; C-inoculated bioreactor; 1-

membrane filter; 2-glass filter (spagar); 3-solenoid valve (open); 4-medium; 5-solenoid valve (close); and 6- exchange medium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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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반응기 구조도 및 접종 조건

Figure 1은 간헐적으로 배지가 식물체에 침지되도록 설

계된 생물반응기(TIB)이다. 체세포배의 발아는 LM배지에

sucrose 2% (w/v)를 첨가한 액체배지 1 L를 A) 6시간 마

다 15분, B) 6시간 마다 30분, C) 4시간 마다 60분, D) 4

시간 마다 120분, E) 6시간 마다 30분간 1주일 배양 후 4

시간 마다 120분으로 변경한 처리구와, F) 4시간 마다 120

분간 1주일 배양 후 6시간 마다 15분간 식물체가 침지되

도록 하였다. 그 후 배지가 반응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30

분씩 공기발생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기를 주입하였다.

공기압력은 1.0 vvm으로 sparser를 통해 생물반응기의 상

하에서 각각 주입하였다. 체세포배의 배양 밀도는 6 g L−1

로 접종하였다. TIB에서 총 14일간 배양 후 발아율, 식물

체 길이, 생중량 및 과수화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과수화

빈도(%)는 총 식물체 중에서 잎 혹은 줄기가 비정상적으

로 비대하거나 뒤틀린 과수화된 식물체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3. ABA 분석

발아된 식물체는 동결건조 후 분말상태로 만들어서 80%

(w/v) methanol, 20 mg L−1 t-butylated hydroxytoluene와

2% glacial acetic acid (Sigma, USA)로 만들어진 용액에

서 암상태에서 48시간 추출하였다(Valdes 등, 2003). 그 후

4oC의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US-5500 CFN,

Vision Scientific Co., Korea) 후 상등액을 취하여 진공건

조기(MAXI dry plus, Heto-Holten, Denmark)에서 건조하

였다. 건조된 시료는 증류수로 희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분석은 phytodetek enzyme immuno assay kit (Sigma,

USA)를 사용하여 흡광도 405 nm에서 측정하였다.

4. 항산화효소 분석

Bradford (1976)의 방법에 의해 시료 0.5 g을 50 mM

phosophate buffer (pH 7.0), 10 mM ascorbic acid와 1.0%

(w/v) polyvinypyrrolidone (PVP) 혼합액 10 mL를 넣고 균

질화시킨 후 4oC에서 20,000×g으로 3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효소활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은 nitro blue tetrazolium

(NBT) 환원법을 이용하였으며, 분광광도계로 530 nm에

서 120초 동안의 흡광도 증가를 측정하였다(Beauchamp

and Fridovich, 1971). 활성은 Asada 등 (1974)의 V/v-1의

식에 의해서 계산하였다. V와 v는 각각 SOD가 없을 때와

존재할 때, NBT의 환원속도를 나타낸다. catalase 활성 분

석을 위하여 효소 추출액 30 µL와 10 mM H
2
O

2 
500 µL

를 혼합하여 1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500 sodium

azide로 반응을 멈추고 다시 반응액 20 µL와 HRP/

Chromogen 2 mL를 첨가하고 10분 후에 5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Fossati et al., 1980).

Malondialdehyde (MDA)함량은 Heath와 Parker (1968)

의 방법을 따랐다. 시료 0.5 g에 phosophate buffer (pH

7.0) 6.25 mM이 포함된 혼합액 10 mL을 넣고 균질화시킨

후 4oC에서 12,500 rpm (12000×g)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추출액 1 mL와 0.5% 2-

thiobarbituric acid 1 mL를 첨가하고, 15분간 가열한 후

빠르게 냉각시켰다. 흡광도는 532 nm와 600 nm에서 측정

하여 MDA함량을 결정하였다.

5. 엽록소 a, b와 carotenoids 측정

잎 내 색소 함량의 측정을 위하여 채취된 잎 0.1 g을

80% aceton (w/v)용액 5 mL을 이용하였다. 추출방법은 4oC

의 암상태에서 48시간 동안 추출하였다(Lichtenthaler, 1987).

추출액은 분광광도계(Uvikon-930, Kontron Instruments,

Wuri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흡광도 470 nm, 646.8

nm 및 663.2 nm에서 측정하였다.

6. 해부학적 구조 관찰

발아된 식물체 엽의 해부학적 구조관찰은 pH를 6.8로

조정한 0.05M glutaraldehyde, 1.6% paraformaldehyde와

0.05M phosophate buffer가 포함된 용액에서 상온에서 24

시간 고정시켰다. 이 후 ethanol 30%, 50%, 60%, 70%,

80%, 90%, 95%와 100%에서 순차적으로 탈수시킨 후,

Technovit 7100 (Kulzer, Germany)를 흡수시킨 후 매몰

하였다. Autocut microtome (Leica RM 2165, Germany)

를 이용하여 3 µm의 두께로 자른 후 슬라이드 글라스 위

에서 마운트시켰다. 이것들은 0.1% periodic acid, Schiff's

solution과 0.05% toluidine blue O에서 염색하여 광학현미

경(Leica, McBain Instrument, USA)으로 관찰하였다.

결 과

1. 침지시간에 따른 체세배 발아

생물반응기 내에 들어가는 배지의 침지 시간을 조절하

여 그에 따른 체세포배의 발아율과 식물체의 생장량을 조

사하였다. 체세포배의 발아율은 배지 침지 시간이 길어질

수록 증가하였으며, 초기에는 배지 침지시간을 6시간 마

다 30분씩 침지시킨 후 1주일이 지난 후 4시간마다 120분

이 침지되도록 침지시간을 조절한 처리에서 96.27%로 가

장 높았다. 4시간 마다 120분씩 침지된 처리구에서는

91.64%, 4시간 마다 60분씩 침지된 처리구에서는 85.67%

로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지만, 침지시간이 짧은 처리구에

서는 50% 미만의 발아율을 나타내 액체배지의 침지시간

에 따라 발아율의 차이가 현저하였다. 본 실험에서 식물

체의 길이와 생중량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

수화된 식물체의 비율은 4시간 마다 60분씩 침지시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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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백합나무 체세포배의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발아 및 식물체

생산은 발아율이 양호한 4시간 마다 60분씩 배지를 공급하

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ure 2).

2. ABA 함량변화

한편 침지시간이 하루에 총 1시간으로 가장 적은 처리

구에서 내생 ABA의 함량이 7.70 pmol/m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후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ABA의 함량이

적어져 총 6시간 침지하였을 때 3.83 pmol/mL로 가장 낮

게 나타났고, 총 12시간 침지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Figure 3). 대체적으로 발아율이 높게 나타난 총 6시간과

총 12시간 침지한 처리구에서는 ABA함량이 낮게 나타났

으며, 발아율이 낮게 나타난 총 1시간과 총 3시간 처리구

에서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1주일 후 침지시간을 변

경해준 처리구에서도 대체적으로 함량이 높은 군에 속하

였다(Figure 3).

3. 항산화 효소변화

항산화 능력은 침지시간과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활

성을 보였다. SOD는 과수화 비율(25.93%)이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발아율도 높은 군에 포함되었던 총 6시간 침지

한 처리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식물체 발아 및

생장에 있어서 배지의 침지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요인이다(Figure 4). Catalase

Table 1. Germination rate and plantlet growth of somatic embryos based on immersion period.

Immersion cycle
(immersion duration × frequency)

Germination rate
(%)

Height
(mm)

Fresh weight
(mg)

Hyperhydricity*
(%)

15 min every 6 hour 47.52 12.05a±0.73 12.95a±1.97 51.61

30 min every 6 hour 50.90 12.22a±1.05 09.47a±1.10 43.75

60 min every 4 hour 85.67 12.42a±0.60 09.74a±1.14 25.93

120 min every 4 hour 91.64 11.55a±0.60 09.29a±1.24 34.28

30 min every 6 hour  → (after 7 days) 120 min every 4 hour 96.27 10.36a±0.57 05.43a±0.55 38.89

120 min every 4 hour  → (after 7days) 30 min every 6 hour 63.28 08.79a±0.53 07.85a±0.88 39.39

*Hyperhydricity = (hyperhydric plantlets/total plantlets) × 100.

Figure 2. Germination of somatic embryos by different immersion treatment. A- 15 mins every 6 hours; B-30 mins every 6

hours; C- 60 mins every 4 hours; D- 120 mins every 4 hours; E-30 mins every 6 hours–(after 7 days) 120 mins every 4 hours; and

F-120 mins every 4 hours–(after 7 days) 30 mins every 6 hours.

Figure 3. Endogeneous abscisic acid contents by the different

immersion treatment. A-15 mins every 6 hours; B-30 mins
every 6 hours; C- 60 mins every 4 hours; D-120 mins every 4

hours; E-30 mins every 6 hours–(after 7 days) 120 mins

every 4 hours; and F-120 mins every 4 hours–(after 7 days)
30 mins every 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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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시간과 12시간 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12시간

에서 3시간으로 변경한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Figure

5), glutathion peroxidase (GPx)는 총 12시간을 침지한 처

리구만 3배~ 4배 가량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침지시간

에 따른 항산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효소는

SOD로서 과수화 현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Figure 6).

4. 카르테노이드 및 엽록소 변화

본 처리구에서는 카르테노이드의 함량에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나(Figure 7), 엽록소 a의 함량변화는 SOD

의 활성과 비슷하게 총 6시간과 총 12시간을 침지한 처리

구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형태적인 이상 유무를 조직

학적으로 관찰해보면 과수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 4시간

마다 120분 침지시킨 처리구(D)는 엽육조직이 비대하며

표피세포가 얇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식물체

가 많은 4시간 마다 60분씩 침지시킨 처리구(C)에서는 세

포간극이 넓고 비정상적으로 배열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ure 8). 

 

고 찰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식물조직 배양에서 TIB 배양방식

은 액체배지의 침지빈도 및 지속시간에 따라 영양분의 흡

수와 과수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미세번식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Etienne and Berthouly, 2002;

Albarran et al., 2005). 본 실험에서는 체세포배 발아 및

식물체 생장에서 액체배지의 침지시간을 조절함에 따라

형태적 및 생리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아율 및

형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침지빈도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침지빈도

Figure 4. Superoxidant dismutalase (SOD) capacity in
germinated plantlet by the immersion period. A-15 mins
every 6 hours; B-30 mins every 6 hours; C-60 mins every 4
hours; D-120 mins every 4 hours; E-30 mins every 6 hours-
(after 7 days) 120 mins every 4 hours; and F-120 mins every
4 hours–(after 7 days) 30 mins every 6 hours.

Figure 5. Catalase capacity in germinated plantlets by the
immersion period. A-15 mins every 6 hours; B-30 mins every
6 hours; C-60 mins every 4 hours; D-120 mins every 4 hours;
E-30 mins every 6 hours–(after 7 days) 120 mins every 4
hours; and F-120 mins every 4 hours–(after 7 days) 30 mins
every 6 hours.

Figure 6. Glutathione peroxidase (GPx) capacity in germinated
plantlets by the immersion period. A-15 mins every 6 hours;
B-30 mins every 6 hours; C- 60 mins every 4 hours; D-120
mins every 4 hours; E-30 mins every 6 hours–(after 7 days)
120 mins every 4 hours; and F-120 mins every 4 hours–(after
7 days) 30 mins every 6 hours.

Figure 7. Chlorophyll a, b and carotenoids content in
germinated plantlet by the immersion period. A-15 mins
every 6 hours; B-30 mins every 6 hours; C- 60 mins every 4
hours; D- 120 mins every 4 hours; E-30 mins every 6 hours–
(after 7 days) 120 mins every 4 hours; and F-120 mins every
4 hours–(after 7 days) 30 mins every 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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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어질 경우 과수화된 식물체의 비

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액체배양시 발아율 뿐만 아니라 정

상적인 식물체로의 재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로 보인다. 침지시간의 조절과 관련하여 Krueger 등(1991)

의 serviceberry (Amelanchier×grandiflora Rehd. ‘Princess

Diana’) 줄기 증식 실험에서 30분마다 5분씩 배지를 공급

해주었을 때는 과수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60분마다 배지

를 5분씩 공급해 주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체세포배 발아와 관련하여 커피나무의 체세포배 유도에

서 매 6시간마다 15분씩 배지를 공급해 주었을 때는 체세

포배가 발아되었지만, 24시간 마다 1분씩 공급해주었을

때는 2차 체세포배로 발달하였다는 보고에서도 액체배지

의 주입빈도에 따라 배발달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

여주었다(Teisson and Alvard, 1995). 본 실험에서도 침지

시간의 조절이 정상적인 배발달 및 과수화 빈도 억제의

중요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발아율과 과수화 현상을 고려

할 때 4시간 마다 60분씩 침지시킨 경우 비교적 높은 발

아율과 상대적으로 적은 과수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반

면에 4시간 마다 120분씩 침지시켰을 때는 발아율이 저조

하고 발아된 식물체 엽의 세포 배열이 비정상적이며 대부

분 세포간극이 넓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형태적인 기형문제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내생호르

몬인 ABA와 항산화효소 활성과 같은 생리적인 요소도 변

화를 가져온다. ABA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내생

함량 증가, 잎의 기공 폐쇄, 수분 제어, 뿌리에 의한 이온

흡수 및 잎의 탈리와 노쇠를 포함한 다양한 생리적인 반

응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n Staden et al., 2008;

Zhang and Kirkham, 1996). 본 실험에서 침지시간에 따른

ABA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던 4시

간 마다 60분씩 배지를 공급한 처리구와 4시간마다 120분

Figure 8. Histological observation of leaf obtained from plantlet cultured on different immersion period. The magnification was
×100 in A-F. A- 15 mins every 6 hours; B-30 mins every 6 hours; C- 60 mins every 4 hours; D- 120 mins every 4 hours; E-30

mins every 6 hours–(after 7 days) 120 mins every 4 hours; and F-120 mins every 4 hours– (after 7 days) 30 mins every 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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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배지를 공급한 처리구에서 2배~3배 가량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식물의 휴면에 있어서 발아억제 및 생

육억제를 하는 ABA 함량이 적게 나타난 것도 발아율과

관련된 요소 중 하나로 사료된다(An et al., 1997; Frey et

al., 2006).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극도로 불안

정적인 자유기(free radical)를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 효소

의 활성을 알아볼 수 있다(Larson, 1988). 상대적으로 발

아율이 높으며 ABA함량이 높았던 6시간과 12시간을 침

지한 처리구에서 SOD와 catalase의 활성이 적게 나타났다.

SOD, CAT, APOX, GR과 glutathion과 ascorbate와 같은

비효소의 항산화 작용은 ABA 합성을 높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iang and Zhang, 2001; 2002). 식물들은 건

조, 저온, 양분 부족, 독성 중금속 및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환경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superoxide (O
2

−),

hydrogen peroxidase (H
2
O

2
), hydroxyl radical (OH)와 singlet

oxygen (O
2
)과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활성산소를 생성한

다(Larson, 1988; Foyer et al., 1994). 이 활성 산소를 제

거하는 효소 중 하나인 SOD는 초과산화이온(O
2

−)을 과산

화수소(H
2
O

2
)와 산소(O

2
)로 바꿔주는 불균등화 반응의 촉

매로 항산화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Bowler et al.,

1992), 스트레스와 관련된 방어반응으로 자기보호를 위해

증가한다(Asada, 1999). 이는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적절

한 저항과 방어를 위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관련

메커니즘의 총체적인 결과로, 식물은 이용 가능한 최소한

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Han et al.,

2006). SOD와 catalase가 스트레스를 받는 조건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낸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감지요소로서 상기

한 두 가지 효소의 활성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효소의 활성과 함께 엽내 엽록소 함량은

질소농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며, 카로테노이드는 잎 발

달과 함께 엽록소의 보조색소로서의 역할과 항산화 기능

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Zhao et al., 2005; Han et

al., 2006), 본 처리구에서는 카르테노이드 함량과는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백합나무 체세포배 발아에서 temporary immersion

bioreactor (TIB)를 이용하여 발아율 및 효율을 높이는 동

시에 침지시간의 조절을 통해 식물체의 과수화 현상을 줄

여서 형태적 및 생리적으로 건전한 식물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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