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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의 용기 동안 조직 내 항산화 효소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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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 Tissues of Papilio xuthus during Pupal Stage. Myung Ja Shin, 
Kyoung Keun Kim1, Jae Hwan Lim, Hyung Jin Jeong2 and Eul Won Seo*. Dept. of Biological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760-749, Korea, 1Dept. of radio-technology, Daegu Polytechnic College, 
Daegu 706-711, Korea, 2School of Bioresource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760-749, Korea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five different antioxidant enzymes in vari-
ous tissues of Papilio xuthus during pupal stage.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in haemolymph 
was the highest just after pupation and then decreased gradually until 7 days after pupation but the 
activity in other tissue was constant during metamorphosis. This result indicates that primary anti-
oxidant process of reactive oxygen species proceed in haemolymph. Catalase (CAT) activity in studied 
tissues was also the highest just after pupation and its relative activity was also high during pupal 
stage, suggesting that CAT is the primary enzyme in catalysis of hydrogen peroxide. Glutathion per-
oxidase (GPX) activity was constant and its relative activity was very low in all tested tissues.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activity in haemolymph was high at 3 days and 5 days after pupation, 
and the activity in fat body was the highest at the 1 day after pupation and then decreased gradually 
for 7 days after pupation. Glutathion reductase (GR) activity in haemolymph and fat body was high 
at 1 day after pupation, but relatively low GR activity was detected in the rest tissues. Based on these 
results, GST activity was higher than that of GPX and GR, and it is also believed that GST was more 
involved in reduction process through lipid peroxidation than G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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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호기성 생물은 호흡을 통해 에 지를 획득하므로 산소는 

생명 유지에 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산소는 각

종 물리 ․ 화학  요인 등에 의해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

로 환하게 되면 생체에 치명 인 산소 독성을 일으키는 양

면성을 지니고 있다. 유리 라디칼이나 활성산소는 체내 사

과정에서 생성되며 단백질  DNA을 변형시키고 생체막을 

손상시킴으로써 심각한 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부분의 

곤충은 주로 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속 으로 산화물에 

노출되며[24,25], H2O2 매개성 반응에 의해 쉽게 산화  손상

을 받게 된다[22]. 곤충에서 과산화수소 매개성 지질 과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차후 발생과정에 심 한 향을 미치게 

된다[8]. 더구나 활성산소는 유 자 발 , 신호 달  생리 

조  등 세포의 기능을 해시킨다[7,28]. 따라서 곤충은 활성

산소에 한 방어기구로서 항산화효소를 통해 활성산소의 수

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다[15]. 곤충에서 산화물과 항

산화물의 평형 조 은 생리 으로 매우 요해서 결국 곤충의 

생존, 성장, 발생, 생식  수명에 향을 미치게 된다[2,20,21]. 

유리 라디칼과 과산화물은 각종 질병  노화에 직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지면서 이에 한 해결책을 찾기 

해서 척추동물과 식물에 한 연구는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곤충의 변태기 기는 매우 특이한 생리  휴면상태로서 호흡

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활성산소의 생성도 어든다. 그러나 

변태기 동안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내 으로는 유충시기의 

조직이 분해되고 성충 조직이 신생되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히 

조 되는 시기이다. 새로운 성충 조직을 형성함에 따라 물질

사과정도 활발히 진행되며 더불어 활성 산소의 생성도 증가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방출되는 유리 라디칼은 신생 합성되는 

조직에 한 유 자 발 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7], 최 의 

발생과 분화를 해서는 한 세포 내 산화환원 상태가 유

지되어야 한다[27]. 곤충의 항산화  방어체제는 곤충의 발생

을 조 하는데 있어 매우 요하지만 변태기 동안 항산화효소

의 활성에 한 자료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랑나비의 용기 동안 림 , 지방체, 표피, 큐티클  장 

내 항산화효소의 활성 변화를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호랑나비(Papilio xuthus)는 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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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매호동 호강 인근에서 여름형 호랑나비 유충을 채

집하여 동정하 다. 이 공시충은 자연 상태와 거의 유사한 

조건( 주기 16L : 8D, 온도 27±1oC, 습도 75±5% r.h.)에서 

탱자나무(Poncirus trifoliata) 잎을 식 로 사육하 고, 발생 

시기에 따라 종령기(5L), 용기(PP), 용화 직후(P0), 용화 1 

일(P1), 용화 3 일(P3), 용화 5 일(P5), 용화 7 일(P7)의 간격으

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의 추출

발생단계에 따라 공시충으로 부터 림 는 미세한 침으

로 공시충의 지을 른 후 몸통을 러 뽑아내었으며, 암화

를 방지하기 해 소량의 phenylthiourea를 첨가하여 10,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후 -70oC에 보 하 다. 지방체, 

표피, 큐티클  장 조직은 Ringer 용액하에서 출하 다. 

이 조직은 homogenation buffer (5 mM tris, 38 mM glycine, 

pH 8.4)하에서 완 히 균질화 시킨 후 15,000 rpm에서 10 분

간 원심분리를 한 후 지질층을 제외한 상등액만을 모아 -70oC

에 보 하 다.

항산화효소의 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 (SOD)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은 50 mM potassium phos-

phate buffer (pH 7.8), 0.1 M cytochrome C, 50 mM xan-

thine, 0.1 mM EDTA  상기 조직의 추출액이 포함된 용액

을 25oC에서 치한 다음 xanthine oxidase를 첨가하여 반응

을 개시하 다[17]. 효소의 활성은 550 nm에서 10  단 로 

150 간 흡 도를 측정하 으며, xanthine oxidase 첨가량은 

효소액을 함유하지 않은 반응액의 흡 도 흡수가 분당 0.025

가 되도록 조 하 다. 효소의 활성은 cytochrome C의 환원

을 50% 억제하는 양을 1 unit로 하여 unit/mg protein/min

으로 나타내었다.

Catalase (CAT)

catalase의 활성은 50 mM phosphate buffer (pH 7.0) 2 ml

와 시료액 20 μl를 취하고 기질로 10 mM H2O2 용액 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240 nm에서 흡 도의 변화를 2 분간 측

정하 다[1]. 조실험으로는 기질인 H2O2용액 신에 50 

mM phosphate buffer (pH 7.0)을 가하고 와 동일한 방법

으로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CAT의 활성은 1 분 동안

에 1 μmol의 H2O2를 분해하는 효소의 양을 1 unit로 하 다.

Glutathione peroxidase (GPX)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은 1 mM EDTA가 함유된 

100 mM phosphate buffer (pH 7.6)에 0.25 mM GSH, 0.12 

mM NADPH가 포함된 반응액을 제조하 으며, 이 반응액

에 효소 시료액을 혼합한 후 37oC에서 5 분간 방치한 다음 

4 mM cumene hydroperoxide를 60 μl를 가하여 340 nm에서 

1 분간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11]. GPX의 활성은 1분 

동안에 1 nmol의 NADPH를 NADP로 산화하는 효소 양을 

1 unit로 하여 표시하 다.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glutathione S-transferase의 활성은 1 mM GSH와 1 mM 

chlorodinitrobenzene (CDNB)이 함유된 100 mM phosphate 

buffer (pH 7.0)에 효소 시료를 넣은 후 340 nm에서 1분간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14]. GST의 활성은 1 분 동안에 1 

nmol NADPH가 산화되는 양을 1 unit로 하 다.

Glutathione reductase (GR)

glutathione reductase의 활성은 1 mM oxidized gluta-

thione (GSSG), 50 μM NADPH가 함유된 100 mM phosphate 

buffer (pH 7.6)에 효소 시료액을 넣은 후 340 nm에서 3 분간 

변화하는 흡 도를 측정하 다[12]. GR의 활성은 1 분 동안에 

1 nmol NADPH가 산화되는 양을 1 unit로 하 다.

통계 처리

각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하여 P<0.05를 유의차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하고 통계 로그램 패키지(SPSS Inc., ver. 

12.0K)를 이용하 다. 실험 자료에 한 비교는 ANOVA test

를 실시하 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각 실험 자료 사이

에 유의 인 차이를 조사하 다. 결과는 표 값 ± 표 편차

로 나타냈다.

결과  고찰

곤충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짧은 생활사를 갖고 있으

며 산화  스트 스에 비교  노출되기 쉬운 생리  특성을 

갖고 있다. 기 계를 통한 호흡으로 인해 산소는 활성을 띤 

가스 상태로 직  조직에 달되며, 곤충의 먹이인 식물에도 

산화  스트 스를 유도할 수 있는 산화물이 풍부하다[9]. 

한 곤충의 비행이나 생체 발  시에는 량의 에 지가 사

용됨으로 이로 인한 련 조직의 산소 소비량이 격히 증가

함으로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된다[16]. 이러한 사실은 

항산화효소의 활성이 유충기보다는 날아다니는 성충기에 훨

씬 높은 수 으로 나타나고[19], 생체 발 을 하는 곤충류는 

비발 성 곤충류보다 훨씬 높은 수 의 SOD를 함유하고 있

다[18]는 사실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처럼 곤충은 사

으로 활성을 띠는 조직에서 활성산소와 다른 산화제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 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

한 항산화 시스템의 존재가 생명 유지를 해 필수 이다. 

여러 곤충류에서 산화  물질 사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과산화 이온이나 수산화 라디칼등과 같은 반응성이 매우 

큰 유리 라디칼의 제거에는 분자량의 ascorbate, gluta-

thione, tocopherol  carotenoids 등과 같은 비효소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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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혹은 지용성 항산화제가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6], 유리 라디칼에 의해 세포가 괴되는 것을 보호하기 

해 다른 진핵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효소를 갖고 있

다[2]. 항산화효소의 활성은 유리 라디칼이 생성되는 조직과 

발생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곤충류에서도 항산화 효

소에 한 연구가 폭 넓게 진행되어 왔으나[2,9,10], 변태기 

동안 여러 조직에서 나타나는 항산화 효소의 활성 변화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랑나비의 종

령기  용시기 동안 림 , 지방체, 표피, 큐티클  장 

내 SOD, CAT, GPX, GST  GR 등 여러 항산화효소의 활성 

변화를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호랑나비 림 에서 SOD와 CAT의 활성은 

용화 직후에 가장 높았으며 용후기로 갈수록 차 감소하고 

있다. GST의 활성은 종령기에 비해 용화 1 일에 높은 활성을 

보이고 있다. 상 인 효소의 활성도는 GST가 비교  높은 

활성을 보 으며, GPX와 GR은 매우 낮은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Fig. 1). 지방체에서 SOD와 CAT의 활성은 종령기보다

는 용기에 활성이 감소하지만 용화 직후에는 다시 활성이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용화 1 일부터 

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SOD의 활성은 차 감소하는 한편 

CAT의 활성은 감소한 후 용말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상

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GST의 활성은 용화 1 일에 가장 높은 

Fig. 1. SOD and CAT, GPx, GST and GR activity of haemolymph 

during metamorphosis of Papilio xuthus. In haemolymph, 

activities of SOD and CAT were the highest in the just 

after pupal stage and showed the similar pattern of grad-

ual decrease in the activity from 1 day after pupal stage 

to 7 days after pupal stage. GST and GR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tivity at 1 day after pupal stage, and 

the GPx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tivity at 3 days 

after pupal stage. Symbols are mean values±SE from 7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s compared to anti-

oxidant enzyme. (5L, 5th instar larval stage; PP, prepupal 

stage; P0, just after pupal stage; P1, 1 day after pupal 

stage; P3, 3 days after pupal stage; P5, 5 days after pupal 

stage; P7, 7 days after pupal stage)

활성을 보인 후 용말기로 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GPX와 GR의 활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Fig. 

2). 표피 내 SOD와 CAT의 활성은 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GST의 활성은 발생 시기에 

따라 변이의 진폭이 심해 용기와 용화 1 일  용화 5 일에 

높은 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GPX와 GR의 활성은 매

우 낮게 나타났으며  시기에 걸쳐 활성의 변화는 거의 없

었다(Fig. 3). 큐티클의 SOD와 CAT의 활성은 시기에 걸쳐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GST의 활성은 용화 직후에 가

장 높았으며 GPX와 GR의 활성은 매우 낮고  시기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Fig. 4). 장 내 SOD와 CAT의 활성

은 종령기에 비해 용화직후에 높았으며 용화 3 일 이후 SOD

의 활성은 차 감소하나 CAT의 활성은 증가하는 상반된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GST의 활성은 용기 이후 용말기로 감

에 따라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GPX와 GR의 

활성은 변태기 동안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Fig. 5). 

곤충의 발생과정에서 SOD의 활성은 활발한 사과정에 

따라 격히 증가되는 superoxide anion (O2
-․)의 독성작용을 

감소시키려는 방어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증가된다[4,23]. 

한 변태기의 사활동은 처음에는 감소했다가 후기에 다

시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곤충 변태 과정의 생리

 특성과 련이 있다. 즉 용화 직후에는 유충조직이 분해 

될 때 해당작용 등의 무기호흡을 주로 하고, 용화 후기에 조

직이 합성될 때에는 호기성 호흡을 하는 생리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는 기 지의 발달과도 연 되어 있으며[26], 곤충

Fig. 2. SOD and CAT, GPx, GST and GR activity of fat body 

during metamorphosis of P. xuthus. In fat body, activity 

of SOD and CAT showed a similar pattern until the just 

after pupal stage, and from 1 day after pupal stage, the 

SOD decrease while CAT decreased then increased, dis-

playing different patterns. GST and GPx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tivity at 1 day after pupal stage, and 

the GR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tivity at 3 days 

after pupal stage. Symbols are mean values±SE from 7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s compared to anti-

oxidant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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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D and CAT, GPx, GST and GR activity of epidermis 

during metamorphosis of P. xuthus. In epidermis, SOD 

and CAT activities showed similar activities of increasing 

until 1 day after pupal stage. GST showed high level 

of activity at the just after pupal stage, 1 day after pupal 

stage, and 5 days after pupal stage, but the activity of 

GPx and GR showed only slight changes in their relative 

enzyme activity. Symbols are mean values±SE from 7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s compared to anti-

oxidant enzyme.

Fig. 4. SOD and CAT, GPx, GST and GR activity of cuticle 

during metamorphosis of P. xuthus. In cuticle, SOD 

and CAT showed a high level of activity in the pre-

pupal stage, and displayed similar pattern of decreas-

ing or maintaining a consistent level throughout 

pupation. GST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tivity 

at the just after pupal stage, and the GPx and GR 

showed minimum activity throughout the testing 

period. Symbols are mean values±SE from 7 in-

dependent experiments. *p<0.05 as compared to anti-

oxidant enzyme.

의 변태기 동안 일어나는 조직의 분해와 합성과정 동안 생성

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는 SOD가 직 으로 여한다[23]. 

본 연구에서도 사과정이 활발한 종령기에 SOD의 활성이 

Fig. 5. SOD and CAT, GPx, GST and GR activity of mid-gut 

during metamorphosis of P. xuthus. In mid-gut, SOD 

and CAT activity showed similar pattern of increas-

ing from the 5th instar larval stage to 1 day after pu-

pal stage. GST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ctivity 

in the prepupal stage and 7 days after pupal stage, 

and the activity level of GPx and GR were very low. 

Symbols are mean values±SE from 7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as compared to antioxidant 

enzyme.

높게 나타났으며, 림 와 장 조직의 경우 다른 조직에 비

하여 SOD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성된 활성산소가 

직  방출되거나 먹이의 소화 과정 혹은 산화물에 포함된 

활성산소에 하여 독성작용을 감소시키려는 방어 작용에 

따라 활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catalase는 H2O2의 생성 

분해에 여하며 세포 소기 인 peroxisome에 주로 존재하

고 있으며, H2O2가 과량으로 존재할 때 SOD에 의해 생성된 

2 분자의 H2O2를 H2O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

포의 물질 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화력이 강한 H2O2는 

CAT에 의해 빠르게 분해됨으로써 갑작스런 H2O2의 축 이

나 산화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 SOD와 

CAT의 활성은 림 , 큐티클에서는 용화기로 진행됨에 따

라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SOD 활성이 

낮아지므로 인해 세포내의 H2O2의 농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CAT의 활성도 낮게 조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방체와 

표피  장에서는 용화 3 일을 기 으로 SOD와 CAT의 활성

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증가된 SOD 활성으로 

생성된 H2O2가 CAT가 아니라 GPX와 같은 다른 효소를 통

하여 H2O로 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SOD 활성에 

비하여 CAT 활성은 상당히 안정 인 양상을 보 는데 이것

은 SOD에 의해 일차 으로 항산화 작용이 나타나지만 SOD

작용의 부산물로 생성된 H2O2 역시 상당한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비책으로 CAT의 활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활성산소와 같은 유리 라디칼의 제거에는 SOD나 CAT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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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glutathione을 이용하여 GPX와 GST  GR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가 과산화수소나 수산화 라디칼뿐만 아니라 지

질 과산화과정 에 생성되는 peroxyl 라디칼의 제거에 여

하고 있다[3]. 지질 과산화반응은 일련의 연쇄반응으로 lipid 

peroxyl radical이 형성되면, 이는 기타의 지질분자와 반응하

여 lipid hydroperoxide와 기타의 LOO˙ radical이 형성되며 

이러한 연쇄반응은 지속 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연쇄

반응으로 연쇄 지 항산화제가 이 반응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수천 번이고 반복 으로 일어나 수많은 불포화 지방산을 

괴하게 되며 결국 세포막은 괴된다. 이러한 지질과산화

반응을 통해 막 유동성의 손실, 선택  투과성의 손실, 막을 

통한 aldehyde의 세포소기  침투, 유기 라디칼과 단백질의 

결합으로 인한 lipofuscin의 형성, 산화된 지질생성물의 수많

은 효소 기능 억제  DNA와 작용하여 DNA 부가 생성물을 

형성하게 된다[15]. 곤충류에서 GST의 활성은 Trichoplusia ni 

와 Spodoptera eridania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5,13], 본 

연구에서도 GPX와 GR의 활성은 매우 낮은 반면 GST의 활

성은  조직에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지질 과산화반응을 통한 항산화 과정에 GPX보다는 주로 

GST가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GST는 GPX와 유사

하게 lipid hydroperoxides의 환원반응을 매 하지만, 곤충

은 일반 인 해독 효소인 GPX가 결여되어 있거나 활성이 거

의 없기 때문에 직 으로는 H2O2를 제거할 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5] GPX를 신할 수 있는  다른 독성 

제거 경로가 GST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Musca domestica, Trichoplusia ni, Spodopter eridania에서 측정

된 GPX의 활성치는 평균 2-12 unit/mg protein인 것으로 보

고되어 있는데[5], 본 연구에서도 호랑나비 조직으로부터 측

정한 GPX의 활성치의 평균값이 1-15 unit/mg protein로 나

타나고 있어 상기의 곤충류와 비슷한 활성을 보여주고 있지

만 GR을 제외한 다른 항산화효소의 활성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발생 시기에 따른 특이한 양상도 나타내지 않

고 있다. 한 CAT 활성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조직에서 

GPX의 활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SOD의 작용으로 

생성된 H2O2는 거의 으로 CAT에 의해 H2O로 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호랑나비의 용기 동안 림 , 지방체, 표

피, 큐티클  장에서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조사하 다. 

림 와 지방체에서 항산화효소 활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OD, CAT  GST의 활성은 높은 활성을 보인 반

면, GPX와 GR은 상 으로 활성이 매우 낮으므로 곤충의 

변태기 동안 항산화과정에서 이들 효소의 역할은 매우 미미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CAT의 활성은 부분의 조직에

서 용화 직후에 높은 활성을 보이며 상 인 활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과산화수소의 분해에는 GPX보다는 

CAT가 주로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GPX와 GR의 활

성보다는 GST의 활성이  조직에서 비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lipid peroxidation을 통한 항산화 과정에도 

GPX보다는 주로 GST가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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