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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처리한 상추의 잎 내에서 ascorbate peroxidase와 dehydroascorbate reductase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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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of Ascorbate Peroxidase and Dehydroascorbate Reductase in Lettuce (Lactuca sativa L.) 
Leaves Exposed to Cold Stress. Sang-Jae Kang*. Dept. of Environmental Horticulture, Kyungpook Nat'l 
University, 742-711 Sangju, Korea -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d stress and the activity 
of ascorbate peroxidase(APX), dehydroascorbate reductase (DHAR), mRNA expression level of two 
enzymes, hydrogen peroxide content was studied in lettuce leaves under stress condition imposed by 
cold stress at 4oC for 24 hr in the dark and following recovery at 20oC from cold stress. Hydrogen 
peroxide content increased gradually in lettuce leaves during cold stress, but decreased slightly fol-
lowing recovery from cold stress. Soluble protein content, however, decreased gradually during cold 
stress, and then rapidly returned to normal levels following recovery. Total chlorophyll content de-
creased gradually during cold stress, and then keep constant following recovery. The patterns of 
chlorophyll a and b content similar to that of total chlorophyll content, and carotenoid content didn't 
change. The ratio of chlorophyll a and total chlorophyll was increased during cold stress, but de-
creased with rapid during cold stress, and then the ratio returned to normal levels following recovery. 
During cold stress, the activity of APX and DHAR in the lettuce leaves increased dramatically, and 
also transcript levels of mRNA of APX and DHAR, as determined by probing 32P-labeled single 
stranded RNA of APX and DHAR, highly increased and returned to normal levels following recovery, 
respectively. Relationship between APX and DHAR activity and hydrogen peroxide highly related 
(R2=0.8715 and 0.8643), whereas between hydrogen peroxide and total chlorophyll content and soluble 
content related reversely (R2=0.5021 and 0.8915).

Key words : Ascorbate peroxidase, cold stress, dehydroascorbate reductase, hydrogen peroxide, 
lettuce

*Corresponding author

*Tel：+82-54-530-1231, Fax：+82-54-530-1239

*E-mail : kangsj@knu.ac.kr

서   론

식물은 여러 가지 기후지역에서 응하며 생활하기 때문

에 기온에 응하는 메카니즘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온

 기원의 식물은 온에 매우 민감하여 하의 기온이나 조

직에 얼음이 존재하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지지만 온에 

응하여 정상 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식물이 온에 응하

는 것은 환경조건에 의해 생성되는 응내지 내성반응이며 

온 항성이 증 되는 여러 가지 응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식물은 여러 가지 환경스트 스에 직면하면 과산화수

소의 함량이 증가하며 세포에 손상을 주므로 이를 제거하기 

하여 효소 인 반응과 비효소  반응을 동시에 나타내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스코 산(ascorbate:Asc)은 직 으

로 과산화수소를 무독화하는 항산화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

며[19], 아스코 산을 효소반응의 기질로 사용하여 과산화수

소를 물로 환원시키는 효소인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

[Ascorbate Peroxidase: APX (EC 1.11.1.11)]가 효소  반응

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3,4].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

는 오이의 잎 내에서 엽록체와 사이토졸에서 과산화수소의 

무독화 작용에 여하는 동 효소의 한 종류이며 과산화수

소의 함량 변화와 동일한 패턴을 가지므로 온스트 스에

서는 특히 사이토졸에 존재하는 APX의 역할이 매우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14].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APX)는 과산

화수소를 무독화하는 가장 요한 항산화효소로서 활성도 

변화가 카탈 이스와 달리 동 효소의 총 활성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4], 아라비돕스에서도 온스트

스에 항하는 작용이 카탈 이스보다 APX동 효소의 역

할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산화수소는 환경스트 스

에 직면하면 세포 간 공간에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고 cyto-

solic APX가 존재하는 사이토졸로 확산되어 들어가기 때문

이기도 하며, 사이토졸에 존재하는 APX가 카탈 이스보다 

과산화수소에 한 친화성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알

려져 있다[4,12].

환원된 아스코 산(Dehydroascobate: DHA)는 디하이드

로아스코 산 환원효소[Dehydroascobate Reductase: DHAR 

(EC 1.8.5.1)]이 루타싸이온(glutathione: GSH)을 기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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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아스코 산으로 재생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물체 내 아스코 산의 수 을 조 하는 요한 항산화효

소이다. DHAR의 활성도는 여러 가지 환경스트 스에 반응

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mRNA의 수  등에 한 특

성이 보고되어 있다[8,24,26,27,29].

본 연구에서는 정상 으로 생육하고 있는 식물이 온에 

직면하 을 때 과산화수소의 생성과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

와의 련성과 항산화방어 시스템에서 생화학 변화와 생리

 변화를 나타내는 온스트 스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효소 시스템의 방어기구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상추를 공시작물로 하여 수행하 다.

재료  방법

공시작물과 온 처리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작물은 상추(Lactuca sativa L., cv. 

Baronet, Journey Co. USA)이며 육묘용 상토(Metro-Mix 

350®)를 채운 포트(12×12 cm)에 3립씩 종하여 발아시켰다. 

발아 후 생육이 건 한 1주만 남기고 제거한 후 미국 캔자스 

주립 학교 온실에서 제조하여 공 하는 양용액(N:P:K= 

20-10-20)을 2일 간격으로 공 하면서 4주간 생장상[10시간

/14시간(주/야), 200 μE m-2s-1]에서 생육시켰다. 온 처리는 

공시작물을 4oC로 조 된 암상태의 생장상에서 24시간 동안 

처리하 으며 처리 후 20oC에서 48시간 동안 회복시켰다. 

온 처리한 공시작물을 각각 0, 3, 6, 12, 24시간째와 회복 후 

24, 48시간째에 잎을 채취하여 액체질소에서 담가 동결하고 

-70oC에서 보 하면서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조효소액의 조제와 효소활성도 측정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APX)의 활성도 측정을 한 조효

소액의 조제는 보 인 시료(3그램)를 액체질소를 넣어 마

쇄한 후 1 mM의 아스코 산이 포함된 10배 부피의 인산완

충액(pH 7.5, 100 mM K-Pi 완충액, 0.33 mM mannitol, 1 

mM EDTA, 1%(w/v) PVP-40, 1 mM PMSF, 1 mM ascor-

bate)에서 추출하 다. APX의 활성도의 측정은 290 nm(ε

=2.79 mM-1 cm-1)의 흡 도 감소를 활성도 측정용 완충액이 

포함된 반응액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17]. 효소활성도 

측정용 반응액(총부피 1 ml)은 50 mM 인산완충액(0.5 mM 

ascorbate, 0.2 mM H2O2, 30 μl 조효소액)을 사용하 으며 반

응용액에 과산화수소 첨가하면서 반응을 개시하고 1분 동안 

산화된 아스코 산의 변화를 29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효소액과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지 않고 산화된 흡 도

의 변화를 조로 하여 보정한 후 아스코 산의 산화정도를 

시간 당 μmol로 계산하여 활성도로 나타내었다. 

DHA 환원효소(DHAR)의 조효소액은 아스코 산을 첨가

하지 않은 동일한 완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하여 조제

하 다[11,26]. DHAR의 활성도 측정은 DHA가 아스코 산

으로 환원되는 양을 290 nm(ε=2.79 mM-1 cm-1)에서의 흡

도 변화를 50 mM 인산완충액(pH 6.5, 0.1 mM EDTA, 0.5 

mM MDHA, 2.3 mM GSH)에서 측정하 으며 GSH에 의한 

비효소  DHA의 환원된 량을 보정하 다. 각각의 조효소액

의 단백질의 함량은 Bradford법[5]으로 측정하 다.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함량

총 엽록소와 엽록소 a와 b, 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은 시료 

0.2그램을 액체질소에서 마쇄한 후 10배 부피의 인산완충액

[pH 7.0, 20% sorbitol, 1 mM EDTA와 0.1% (w/v) PMSF]으

로 탁하 다. 이 탁액 100 μl를 900 μl의 95%(v/v) 에탄

올을 넣고 완 히 혼합하고 12,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상징액을 각각 664 nm, 648 nm, and 47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여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환산하여 생체

량 당 mg으로 나타내었다[2,15].

과산화수소 함량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시료 0.2그램을 액체질소를 넣어 마

쇄하고 10배 부피의 0.1% (w/v) trichloriacetic acid (TCA)로 

추출한 탁액을 12,0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

을 수집하 다. 상징액 500 μl를 10mM 인산완충액(pH 7.0)

과 1 ml의 1 M KI를 첨가하여 발색시킨 후 39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과산화수소 표 곡선으로부터 과산화수

소의 함량을 μM로 나타내었다[1,10].

APX와 DHAR의 cDNA 증폭 

APX와 DHAR의 cDNAs는 시 치의 cDNA (accession. 

No. AB063289, AF195783)로부터 라이머[APX: 5'-CTG 

ATG GGT GAG AAA GAA GG-3'(F), 5'-ATG TTG CTT 

GCT TTG GTA AT-3'(R); DHAR: 5'-AGT CGC GTA TTC 

ACT TTC AT-3'(F), 5'-AGA TTG CAT TGG GAC ATT 

AC-3'(R)]를 제작 로그램(Primer 3, Whitehead Institute, 

USA)을 사용하여 제작하여 PCR의 방법으로 증폭하 다. 

PCR은 최종 부피를 25 μl로 하여 94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94oC에서 1분, 52oC에서 1분, 72oC에서 1분의 순서로 

35cycles로 수행한 다음 72oC에서 5분간 안정화시켰으며 

2%(w/v) 아가로스젤 기 동으로 단일밴드를 확인하 다. 

Northern Blot 분석

Northern Blot분석을 한 RNA의 추출은 CTAB을 이용

하여 추출하 으며[6], 추출한 총 RNA (11.4 μg)는 10%(v/v) 

formaldehyde가 함유된 1.2%(w/v) 아가로스 젤 기 동을 

한 후 nylon membrane (Sigma, CO, USA)에 이시켰다. 

Membrane은 55oC의 Prehybridization 완충액(6× SSC, 5× 

Denhardt’s 용액, 1% (w/v) SDS, 100 μg ml-1 denatured 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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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sperm DNA)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켰으며[21], APX

와 DHAR의 32P-random primed cDNA가 들어있는 

Hybridization 완충액에서 1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

을 60oC의 세척완충액(2× SSC, 0.1% SDS)에서 10분간, 0.1× 

SSC, 0.1% SDS에서 1시간) 세척한 후 24 시간 동안 노출시키

고 Blot 분석시스템(Storm, GE healthcare, USA)에서 스캔하

다.

결과  고찰

단백질  과산화수소의 함량

공시작물을 4oC에서 온 처리하여 단백질의 함량과 과산

화수소의 생성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상추식물을 

온 처리하 을 때 잎 조직 내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일정하

게 증가하다가 20oC에서 온처리를 회복시키면 그 함량이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 다(Fig. 1A). 단백질의 함량

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20oC로 회복시키면 차 그 

함량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Fig. 1B) 온처리는 상

추에서 강한 산화  스트 스의 일종으로 단백질의 생성과 

과산화수소의 생성량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온 처리한 오이의 잎 내 단백질의 함량이 약간 증가한

다고 보고하고 있으나[13]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와 약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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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soluble protein content (A) and hydrogen 

peroxide content (B) in lettuce leaves exposed to 4
oC in 

the dark.

이한 결과를 보 으며, 과산화수소의 함량 변화는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오이 유묘를 온처리 하 을 때 잎 

내 단백질의 함량이 감소하여 온 항성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따라서 온처리는 식물세포 내 과산화수

소를 생성을 진하여 축 하게 되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

기 하여 catalase, peroxidase, SOD, APX, GR 등과 같은 항

산화효소와 기능 으로 하게 련되어 있다[18,20,22,30]. 

식물체에 과산화수소를 무독화하는 식물체 내 생화학  변화

와 련된 ascorbate peroxidase (APX)의 cDNA의 발 을 유

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22,28], 한 세포 내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증가하면 아스코 산과 련된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아스코 산은 활성산소를 환원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스코 산을 자공여체로 

하여 과산화수소를 무독화하는 APX와 련된 일련의 반응과 

몇 가지 효소의 활성도 변화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아스코 산의 재생과 련된 DHAR의 활성도 변화와 

깊은 상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엽록소 함량의 변화

상추의 잎을 온 처리 하 을 때 엽록소의 함량 변화는 

Fig. 2(A)와 같으며 엽록소의 함량은 온스트 스를 처리할 

경우 엽록소 a와 b  총엽록소의 함량이 차 감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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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chlorophyll content (A) and ratio of Chla/ 

Chla+b (B) in lettuce leaves exposed to 4oC in the dark 

●: Chla; ○: Chlb; ▼: total chlorophyll; ▽: carote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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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 으며 생육 온인 20oC로 회복시켰을 경우 정상

인 엽록소의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엽록소에 한 

엽록소a의 비율은 Fig. 2(B)와 같이 온처리 12시간 까지는 

증가하다가 24시간이 지나면서 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마

찬가지로 온으로 회복시켰을 때 그 비율은 정상 인 경향

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온처리와 엽록소의 합성과는 깊은 

상 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상추의 경우 4oC의 온 처리

는 수분스트 스[16,31] 처리 시와 같이 식물체의 산화  손

상과 련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온스트

스 처리는 식물의 엽록소의 생합성을 하시켜 합성 작

용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9]. 

효소활성도 변화와 mRNA 수  변화

온스트 스 처리 시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이 증가하여

(Fig. 1B 참조) 공시작물은 산화  스트 스에 직면하게 되면

서 스스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한 효소  반응이 유도

되는 메카니즘을 가진다. 이와 같은 산화 스트 스 증가로 

과산화수소가 세포내에 축 되면 세포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하여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가 아

스코 산을 기질로 하여 과산화수소를 물로 환원시키는 작

용을 가지게 된다. 이 과산화작용으로 아스코 산은 디하이

드로아스코 산으로 변하고 이를 아스코 산으로 환원하는 

효소  작용을 동시에 가지면서 산화  손상을 완화시키는 

생화학  작용을 가진다. 따라서 아스코 산이 디하이드로

아스코 산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을 매효소인 디하이드로

아스코 산 환원효소(DHAR)의 활성도변화를 추정하면 식

물이 수분스트 스 환경에 응하는 기작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상추 식물에서 온 스트 스가 진행됨에 따라 아스코

산 련효소인 APX와 DHAR의 활성도 변화는 Fig. 3과 

같다. 체 으로 APX와 DHAR의 활성도는 온 처리가 진

행됨에 따라 식물체 잎 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나 온으로 회복시키면 정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상추식물에서 온과 같은 환경스트 스는 아

스코 산과 련된 항산화효소의 작용으로 온 항성 는 

응성을 획득하는 메카니즘과 연 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오이의 잎에서 온 처리에 반응하는 몇 가지 효소의 활

성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14], 온 처리는 슈퍼옥사이드 

이효소(SOD)와 APX 등의 항산화효소의 활성도는 증가한다

고 하 다. 특히 오이의 잎에서는 5종류의 APX 동 효소가 

확인되었다고 하 으며 그  온 항성에 련된 활성이 

각각 나타난다고 하 다. 

상추식물에 온처리를 하 을 때 APX와 DHAR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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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APX activity (A) and DHAR activity (B) in 

lettuce leaves exposed to 4
oC in the dark.

량과 활성도와 련된 mRNA의 발  정도는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온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각의 mRNA의 

발  수 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온으로 회복시 

mRNA의 수 도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온스

트 스로 인한 상추의 온 응반응은 APX와 DHAR의 효

소  작용과 한 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벼의 유

묘에서 온 처리 시 APX의 mRNA의 수 이 크게 증가하

다고 한 보고[22]와, 아라비돕시스에서 온 반응성 유

자들을 확인한 보고[23]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과산화수소의 함량과의 상 계

온스트 스로 인하여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의 함량변화

와 온 처리를 받은 상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으로 나타나는 효소의 활성도, 단백질의 함량, 엽록소의 

함량 등과의 상 계를 나타낸 결과는 Fig. 5와 같다.

APX의 활성도와 과산화수소의 함량과의 상 계는 공

시식물체내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APX의 활성도

와는 정의 상 (R2=0.8715)으로 증가하며(Fig. 5A), DHAR의 

활성도도 과산화수소의 함량증가로 동일한 경향으로 증가

(R2=0.8643)하는 것으로 나타나(Fig. 5B) 두 가지 련효소가 

상추의 온 항성 획득에 비슷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엽록소의 함량과 단백질의 함량은 Fig. 5C와 D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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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NA blot hybridization analysis for APX and DHAR mRNA. Total RNA was isolated from lettuce leaves, and separated 

by electrophoresis (11.4 μg each) for detection of APX and DHAR mRNA. APX and DHAR mRNA was detected by prob-

ing 32P-labeled single stranded APX and DHAR RNA. Total RNA on the agarose gel was stained with Ethidium Br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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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hydrogen peroxide and APX, DHAR activity, total chlorophyll and protein content in lettuce leaves 

exposed to 4
oC in the dark.

타낸 바와 같이 온처리로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이 증가하

면 반 로 감소하는 경향(R2=0.5021, R2=0.8915)을 보여 온

과 같은 환경스트 스는 단백질의 합성과 엽록소의 합성을 

감소시켜 식물의 생육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추정할 수 있다. 상추식물은 온처리를 하 을 때 온 

응성 획득을 하여 APX와 DHAR과 효소  메카니즘과 단

백질, 엽록소 등과 같은 생리화학  메카니즘을 동시에 공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   약

상추식물에서 온 처리를 하 을 때 온 응성 획득 

메카니즘과 련된 APX와 DHAR의 활성도와 mRNA 발  

수  등과의 련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잎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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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20oC에서 

온처리를 회복시키면 그 함량이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경향

을 보 으나 단백질의 함량은 반 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엽

록소의 함량은 온스트 스를 처리할 경우 엽록소 a와 b  

총 엽록소의 함량이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온스

트 스 회복 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카로티노이

드 함량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수 을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엽록소에 한 엽록소a의 비율은 

온처리 12시간까지는 증가하다가 24시간 이후 격하게 감

소하게 되고 온스트 스를 회복시켰을 때 정상 수 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PX와 DHAR의 활성도는 

온 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상추의 잎 조직 내에서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온으로 회복시키면 정상 

수 으로 유지되었다. 온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APX

와 DHAR의 mRNA의 발  수 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가 원래 수 으로 회복되었다. APX의 활성도와 과산

화수소의 함량과의 상 계는 상추의 잎 조직 내 과산화수

소의 함량이 증가하면 APX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

(R2=0.8715)을 보 으며, DHAR의 활성도와 과산화수소의 

함량도 동일한 경향으로 증가(R2=0.8643)하 다. 그러나 과

산화수소의 생성량이 증가함에 따라 엽록소의 함량과 단백

질의 함량은 온 스트 스처리로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이 

증가하면 엽록소의 함량(R2=0.5021)과 수용성단백질의 함량

과는 감소하는 경향(R2=0.8915)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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