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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DHA reductase activity and ascorbate, dehydroascorbate, and hydrogen
peroxide content was evaluated, and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hange of
MDHA reductase activity and the level of steady-state mRNA abundance of MDHA reductase in let-
tuce leave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MDHA reductase activity of chloroplastic and cyto-
solic fraction in lettuce leaves subjected to 4℃ for 24 hr increased, followed by a steady decrease dur-
ing the duration of recovery to 20℃ for 48 hr. The content of ascorbate slowly increased during low
temperature treatment, followed by a rapid increase during the duration of recovery to 20℃ for 48
hr, while dehydroascorbate content rapidly decreased. The relationship between MDHA reductase ac-
tivity of chloroplastic and cytosolic fraction in lettuce leaves subjected to 4℃ and ascorbate content
correlated positively (R

2
=0.9240, 0.9108, respectively), but MDHA reductase activity of chloroplastic

and cytosolic fraction and dehydroascorbate were reversely correlated (R
2
=0.8638, 0.8980, respectively).

Hydrogen peroxide content and MDHA reductase activity of chloroplastic and cytosolic fraction in let-
tuce leaves subjected to 4℃ correlated positively (R2=0.9443, 0.9647, respectively). Northern blot analy-
sis showed that the level of mRNA transcript of MDHA reductase was similar to total activity of
MDHA reductase, and also that the level of mRNA of MDHA reductase after recovery to 20℃ for
24 hr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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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저온에 노출된 식물에서도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아 활성산

소인 수퍼옥사이드(․O2
-)가 생성되므로 수퍼옥사이드 전이

효소(Superoxide dismutase, SOD)가 다른 활성 산소종인 과

산화수소로 환원시키는 효소적작용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아스코브산(Ascorbate, ASC)의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일련의 효소적과정으로 물로 환원되면서 무독

화된다[2,17]. 이 효소적 과정은 아스코브산이 전자공여체로 

작용하고 아스코브산 과산화효소(Ascorbate peroxidase, APX)

가 촉매하는 반응으로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아스코브산은 모

노디하이드로아스코브산(Monodehydroascorbate, MDHA)으

로 환원된다[2,9,19,25]. 아스코브산 과산화효소에 의한 효소적

과정의 중간생성물인 MDHA는 NADH를 전자공여체로 하여 

MDHA 환원효소(MDHA reductase)의 작용을 받아 아스코브

산으로 직접 재생되거나, 비효소적 과정으로 디하이드로아스

코브산(Dehydroascorbate, DHA)으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MDHA 환원효소는 활성 산소종인 과산화수소의 제거 과정에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포 내 아스

코브산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9,25]. MDHA 환원효소는 dehydroascorbate

reductase (DHAR)의 작용과 적절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

는 항산화효소이며[2,8], 이 효소의 활성은 엽록체뿐 만 아니라 

사이토졸, 마이토콘드리아 등에서도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18].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 변화는 수분부족[13,16], 오존

[14], 과산화수소 처리[27]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상추[12,13],

오이[14,15], 대두[16], 시금치[21], 배추[27] 등의 여러 식물종

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시금치 엽록체에서 분

리한 MDHA 환원효소의 정제와 cDNA를 클로닝하여 그 특성

을 보고한 바 있으며[18,20,23], 완두콩에 존재하는 MDHA 환

원효소의 cDNA를 클로닝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반응하

는 MDHA 환원효소의  활성과 단백질발현, mRNA수준 등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연속적 광조사, 강한 광, 연속된 암조건,

물리적 손상, 저온, 고온, 제초제, 카드뮴 등에 노출시킨 잎에

서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의 변화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

다[18,20]. 저온처리한 상추의 잎 내에서 아스코브산 과산화효

소와 DHA 환원효소와의 일련의 효소적작용과 비효소적 항산

화작용과 관련된 요인들과의 관련성과 항산화효소의 활성도

와 이 효소들의 mRNA의 수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12]. 식물체의 저온스트레스의 적응성과 관련된 

항산화효소의 변화는 주로 SOD, 카탈레이스(Catalase), APX,

글루타싸이온 환원효소(Glutathione reductase, GR) 등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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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작용으로 보고[11,17]되어 있으나, MDHA 환원효소의 작

용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상추식물을 저온

에 노출시킨 후 과산화수소의 독성을 제거하는 항산화물질인 

아스코브산과 일련의 효소적과정 중에 작용하는 MDHA 환원

효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식물체의 저온 적응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작물의 생육 및 저온 처리

상추(Lactuca Sativa L. cv. Baronet, Journey Co. USA)를 공

시작물로 하여 전보[12]와 같은 생육조건 하에서 생육시켰다.

4주간 생육시킨 공시작물을 4℃로 조절된 암상태의 생장상에

서 24시간 동안 저온처리 하였으며, 분석용 잎 시료는 처리 

시간별(0, 3, 6, 12, 24시간째)로 채취하였다. 저온 처리 한 후 

공시작물을 최적 생육온도(20℃)에서 회복시켰으며, 회복 처

리 시간별(24, 48시간)로 각각 분석용 잎 시료를 채취하고 즉시 

액체질소에 담가 동결한 후 저온냉동고(-70℃)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조효소액의 조제 및 MDHAR 활성도 측정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 측정을 위한 조효소액은 

Hossaine 등[9]과 Jiménez 등[10]의 방법을 혼용하여 조제하였

다. 시료(1 g)를 액체질소를 넣고 마쇄한 후 10배 부피의 추출

액(100 mM 인산완충액, pH 7.5, 1 mM EDTA, 0.33 M

Mannitol, 1.0% (w/v) PVP-40, 1 mM PMSF)을 첨가하여 현탁

하였다. 현탁액을 두겹의 miracloth로 거른 다음 2,2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수집한 침전물을 엽록체분획

(Chloroplastic fraction)으로 하였다. 상징액은 15,000× g로 원

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수집한 상징액을 세포질분획

(Cytosolic fraction)으로 하였다. 각 분획 조효소액의 단백질 

함량은 Bradford [3]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MDHA 환원효

소의 활성도 측정은 Hossain 등[9]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일정량 (50 μl)의 조효소액과 반응용

액[50 mM 인산완충액(pH7.6), 0.3 mM NADH, 2.5 mM

ascorbate]을 최종부피가 1 ml가 되도록 혼합하였다. 이 반응

용액에 0.5 unit의 ascorbate oxidase (Sigma사)를 넣어 반응을 

개시하였으며, NADH의 산화정도(ε=6,200 μM-1cm-1)를 340

nm에서 1분 동안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고 감소된 흡광도를 

효소의 활성도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의 함량

과산화수소의 함량의 측정은 시료 0.5 g을 액체질소를 넣고 

마쇄한 후 10배 부피의 0.1% (w/v) trichloroacetic acid (TCA)

로 현탁하여 추출하고 원심분리(12,000× g, 15분)하였다. 상징

액을 10 mM 인산완충액(pH 7.0)과 1 M KI를 첨가하여 발색시

킨 후 3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곡선에 의해 과산화

수소의 함량을 μmol․gfw-1단위로 환산하였다[1,6].

아스코브산과 디하이드로아스코브산의 함량

아스코브산과 디하이드로아스코브산 함량의 측정은 Foyer

등[5]과 Yoshimura 등[26]의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시

료(0.5 g)를 액체질소를 넣고 마쇄한 후 10배 부피의 6 % (v/v)

HClO4 용액으로 추출한 후 12,000× g에서 원심분리하였다.

아스코브산의 함량은 수집한 상징액을 인산완충액(pH 12.7)

으로 10배 희석한 직 후 2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동일

한 상징액에 아스코브산 산화효소(ascorbate oxidase 5 units)

를 첨가하고 동일한 파장에서 측정한 흡광도 차이를 표준곡선

에 의하여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디하이드로아스코브산의 함

량은 총 아스코브산의 함량에서 아스코브산의 함량을 뺀 값으

로 나타내었다. 총 아스코브산의 함량은 추출액 1 ml에 1.2

M K2CO3를 첨가하여 최종 pH를 6.0으로 조정한 반응액에 10

mM dithiothreitol (DTT)을 넣고 25℃에서 10분간 반응시켜 

아스코브산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함

량은 μmol․gfw-1 단위로 나타내었다.

총 RNA 추출 및 Northern Blot

총 RNA의 분리는 Chang 등[4]의 방법을 약간 수정한 

CTAB 완충액(2% CTAB, 100 mM Tris, pH 8.0, 20 mM EDTA,

1.4 M NaCl)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총 RNA (11.4 μg)는 

1.5% (w/v) agarose 젤[1×MOPS (20 mM N-morpholino)

propanesulfonic acid, pH 7.0), 2 mM Na-acetate, 1 mM

EDTA, 3.7% (v/v) formaldehyde)에서 전기영동한 후 

Sambrook 등[22]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20배의 SSC 용액에

서 membrane에 전이시켰다.

Monodehydroascorbate 환원효소의 cDNA는 시금치의 

cDNA (accession. No. AB063289)로부터 프라이머 제작 프

로그램(Primer3, Whitehead Institute, USA)을 사용하여 프

라이머[MDHAR: 5'-CAT TTT GTC CAA TTC TCC AT-3'

(F), 5'- TCC TCA TTT TCT CTT TCC AA-3' (R)]를 제작하

여 전보[12,13]와 동일한 조건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증폭

시킨 DNA단편을 주형으로 하여 random primer DNA 표

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α-32P]dCTP (50 μCi/ml)로 표지하

였으며 Northern blot분석은 전보[12]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

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변화

4℃의 저온에 24시간 노출시킨 상추의 잎 내에서 아스코스

산의 재생과 관련된 MDHA 환원효소(MDHAR)의 활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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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체분획과 세포질분획에서 추출하여 측정하 으며 그 활

성도 변화는 Fig. 1과 같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 변화

는 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활성도가 증가하 으

며, 특히 온에 노출된 시간이 6시간이 지나면서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엽록체분획과 세포질분획에서 동일

한 경향을 보이며 실온으로 회복시켰을 때 MDHA 환원효소

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보[12]에서 식물이 

온과 같은 스트 스에 노출되면 산화  스트 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기 한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아스코 산을 자공여체로 사용하는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APX)와 DHA 환원효소(DHAR)의 활성이 

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이[17]는 오이의 잎에

서 온 처리를 함으로써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증가하고, 수

퍼옥사이드 이효소(SOD)의 활성도도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25℃로 회복시키면 수퍼옥사이드 이효소의 활성

도는 회복되지만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상당히 증가한다고 하

다. 이 결과는 온스트 스가 오이식물에 한 산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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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chloroplastic (A) and cytosolic MDHA 

reductase (MDHAR) activity (B) in lettuce leaves a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Cold treatments 

were performed at 4℃ for 24 hr, and followed by 

recovery was performed at 20℃ for 48 hr in the dark. 

Data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ividual plants.

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스코 산 과산

화효소와 루타사이온 환원효소(GR)가 작용하여 과산화수

소를 제거하기 한 메카니즘이 발 된다고 하 다. 온에 

노출된 식물에서 온에 응하는 메카니즘은 카탈 이스나 

수퍼옥사이드 이효소뿐 만 아니라 아스코 산과 련된 몇 

가지 효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1,12,17,19]. 

아스코 산과 디하이드로아스코 산의 함량변화

아스코 산과 련된 효소의 작용과 온과 같은 스트 스

에 응하기 하여 생성되는 항산화물질인 아스코 산과 그 

환원형인 디하이드로아스코 산과의 련성을 확인하기 

하여 온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아스코 산의 함량 변화는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에 노출된 동안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

러나 dehydroascorbate의 함량은 온에 노출되는 동안 격

히 감소하 다가 실온으로 회복되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식물에서 과산화수소를 무독화하는 과정은 아스코

산과 련된 일련의 효소가 작용하는 메카니즘으로 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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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scorbate (A) and dehydroascorbate (B) content in lettuce 

leave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Cold 

treatments were performed at 4℃ for 24 hr, and followed 

by recovery was performed at 20℃ for 48 hr  in the dark. 

Data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ividu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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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26]. 식물은 변화하는 환경스트 스에 응하기 하여 

아스코 산의 함량은 일정한 수 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아

스코 산의 재생과 련된 효소의 활성이 증가함에 따라 아스

코 산과 디하이드로아스코 산의 비율이 일정해지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2,5]. 상추식물의 경우 온에 노출시켰을 

때는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하다가 온 스트 스

를 회복시키면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는 다시 감소한다

(Fig. 1). 상추식물의 잎 내 아스코 산의 함량은 격하게 증

가되며(Fig. 2A), 이때 아스코 산의 재생과 련된 다른 효소

가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12,13]. 따라서 아스코 산이 재

생되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다하이드로아스코 산의 함량은 

상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2B). 엽채소류 내 

항산화물인 아스코 산의 함량을 증가시키기 하여 일정기

간 동안 온에 노출시킨 후 정온도로 회복시키면 그 함량

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DHA 환원효소 활성도와 아스코 산, 디하이드로아스코

산과의 상 계

아스코 산은 식물을 온에 노출시켰을 때 이와 련된 

여러 효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세포내 수 이 약간씩 증가하

면서(Fig. 2A) 식물이 온에 한 항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엽록체분획과 세포질분획에서 MDHA 환원

효소의 활성도 증가와 상추식물의 잎 내 아스코 산 는 디

하이드로아스코 산의 함량 변화(Fig. 2B)와의 상 계를 확

인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온 처리를 한 상추의 잎 내 아스코 산의 함량은 0.180 

μmol․gfw-1에서 0.199 μmol․gfw-1 범  내에 있었으며, 엽

록체분획과 세포질분획의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와의 상

계는 각각 비슷한 정의 상 (R2=0.9240,  0.9108)을 나타내

어 식물체내에서 아스코 산의 함량과 MDHA 환원효소의 활

성도와 한 련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3). 그러나 

환원형인 디하이드로아스코 산의 함량과 MDHA 환원효소

의 활성도 사이에는 각각 더 강한 부의 상 (R2=0.8638, 0.8980)

을 나타내었다(Fig. 4). 이 결과는 상추식물이 온과 같은 스

트 스에 노출되었을 때 일차 으로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

의 매작용으로 간생성물인 MDHA가 생성되며, MDHA 

환원효소가 간생성물을 아스코 산으로 재생을 진시키

므로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와 아스코 산의 함량과는 정

의 상 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3). 이러한 경향

은 엽록체분획과 세포질분획에서 비슷한 경향(Fig. 3A, B)을 

가지므로 이 효소는 엽록체와 세포질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환원형

인 디하이드로아스코 산으로 환원되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

에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와 DHA의 함량과는 부의 상

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향은 아스코 산과의 

상 계와 연 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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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between chloroplastic (A) and cytosolic 

MDHA reductase (MDHAR) activity (B) and ascorbate 

content in lettuce leaves a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MDHA 환원효소 활성도와 과산화수소 생성량과 상 계

온은 식물에 산화 스트 스로 작용하므로 과산화수소

의 함량이 증가되므로[12,21], MDHA 환원효소의 활성과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엽록체분획과 세포

질분획 모두에서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이 증가하면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 각각 정의 상 (R2=0.9443, 0.9647)을 나

타내었다.

식물은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인 수퍼옥사이드(․

O2
-)는 엽록체 틸라코이드의 계 Ⅰ (photosystemⅠ)에서 

자수용체의 자동산화작용으로 생성되는 피할 수 없는 작용이

다. 수퍼옥사이드의 독성을 제거하기 하여 일차 으로 수퍼

옥사이드 이효소(SOD)가 작용하여 과산화수소로 환원되

고, 이 과산화수소는 일련의 효소 반응으로 물로 환원되는 

과정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진화되어 있다[2,25]. 이때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아스코 산이 자공여체로 작용하고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가 작용하여 물로 환원된다. 과산화수소를 무

독화하는 일련의 효소 작용에 여하는 효소는 아스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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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chloroplastic (A) and cytosolic 

MDHA reductase (MDHAR)  activity (B) and 

dehydroascorbate content in lettuce leaves a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과산화효소와 디하이드로아스코 산 환원효소 등이 여한

다[2,9,12]. 이와 네트웍으로 연결된 MDHA 환원효소의 활성

도가 증가되어(Fig. 1) 과산화수소를 무독화하지만 식물체 내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은 계속 증가되어 정의 상 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5). 이 결과는 수분부족스트 스를 처리

한 상추의 잎 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13], 오존처리

[13], 수온도[15] 등에 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 한 

시 치[19]와 토마토[7] 등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Okuda 등[21]은 겨울 의 

잎에 온처리를 하 을 때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처리한 후 

수분 내에 3배 이상 증가하 으며 15 내지 20분이 지나면 정상

수 으로 회복한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상추식물에서 온

처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진 으로 증

가하 으며[12], 오이식물에서도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17].

MDHA 환원효소의 Northern Blot

온처리에 의한 상추의 잎 내에서 스트 스에 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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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between hydrogen peroxide content and 

chloroplastic (A) and cytosolic MDHA reductase 

(MDHAR) activity (B)  in lettuce leaves a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메카니즘에 련된 몇 가지 효소의 활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12,17], 온 스트 스를 처리한 경우 상추식물의 잎 

내 MDHA 환원효소의 mRNA수  변화를 Northern Blot 분

석으로 나타낸 결과는 Fig. 6과 같다. 온스트 스 처리 시간

이 증가할수록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는 엽록체분획과 세

포질분획 모두에서 격하게 증가하다가 온을 회복시키면 

활성도가 회복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Fig. 1). 온에 노출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MDHA 환원효소의 mRNA의 발  수

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Fig. 6A), 총 MDHA 환

원효소의 활성도가 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 다(Fig. 6B). 

이 결과는 온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식물의 온 

응성의 획득에 여하는 효소 과정에서 아스코 산과 연

된 효소는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와 디하이드로아스코

산 환원효소와 더불어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 효소 과정

에 직 으로 연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추

식물은 온 스트 스에 노출되면 아스코 산의 재생과 련



Journal of Life Science 2011, Vol. 21. No. 3 373

A MDHAR 
mRNA

rRNA

0 3 6 12 24 48
Treatment Time (hrs)

Treatment  Time (hrs)
0 3 6 12 24 48 72

To
ta

l M
D

H
A

R
 A

ct
iv

ity
(u

m
ol

 N
A

D
H

 m
g 

pr
ot

ei
n-

1  
m

in
-1

)

0

5

10

15

20

25

Chilling (4oC) Recovery (20oC)

B

Fig. 6. RNA blot hybridization analysis for MDHA reductase 

mRNA. Total RNA was isolated from lettuce leave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and separated by 

electrophoresis (11.4 μg each) for detection of MDHA 

reductase mRNA. MDHA reductase mRNA was 

detected by probing 
32P-labeled single stranded MDHA 

reductase RNA. Total RNA on the agarose gel was 

stained with Ethidium Bromide (A). Total MDHA 

reductase activity in lettuce leaves subjected to low 

temperature stress. Cold treatments were performed at 

4℃ for 24 hr, and followed by recovery was performed 

at 20℃ for 24 hr in the dark (B). Data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ividual plants.

된 MDHA 환원효소의 활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mRNA의 

수 이 증가되어 환경조건에 응하는 반응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Fig. 6A, B). 상추식물에서 수분부족 스트 스

와 같은 환경스트 스의 처리에서 MDHA 환원효소의 

mRNA수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13]. 온처리에 의한 

아스코 산 과산화효소와 디하이드로아스코 산 환원효소의 

mRNA의 수 이 효소의 활성도와 정의 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12], MDHA 환원효소의 mRNA 수 이 비슷

한 경향으로 증가하므로 이 세 가지 효소가 일련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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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저온 처리한 상추 잎에서 monodehydroascorbate 환원효소의 반응

강상재*

(경북대학교 생태자원응용학부)

식물의 저온 적응 메카니즘에서 아스코브산과 관련된 효소 중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와 과산화수소, 아스

코브산의 함량, mRNA의 발현수준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 변화는 

저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6시간 이후에 엽록체분획과 세포질분획에서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온으로 회복시켰을 때 효소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온에 노출

된 동안 아스코브산의 함량은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보이다가 실온으로 회복시키면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저온에 노출되는 동안 급격히 dehydroascorbate 함량이 감소하였다가 실온으로 회복

되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스코브산의 함량과 엽록체분획과 세포질분획의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

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정의 상관(R2=0.9240, 0.9108)을 나타내었으나 디하이드로아스코브산의 함량과 MDHA 환

원효소의 활성도 사이에는 각각 부의 상관(R2=0.8638, 0.8980)을 나타내었다. MDHA 환원효소 활성도와 과산화수

소의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이 증가하면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정의 상관

(R
2
=0.9443, 0.9647)을 나타내었다. 저온스트레스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MDHA 환원효소의 mRNA의 발현 수

준과 총 MDHA 환원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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