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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racenia purpurea as a carnivorous plant in the family Sarraceniaceae is known to require strong light 
for its growth and to absorb nutrients from the decomposed molecules of insects that are attracted 
by color, sweet juice, and the like. S. purpurea grew greenish in whole body under weak light con-
ditions, while the whole of the insectivorous sac including leaves, is changed to dark red under strong 
light conditions. The phenomenon of reddish S. purpurea is thought to be related to the flavonoid pig-
ment anthocyanin. Interestingly, the color change was not observed when S. purpurea was grown in 
a growth condition with abundant nitrogen fertilizer. The expression levels of anthocyanin contents 
and biosynthesis-related genes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light intensity and nitrogen fertilizer. The 
anthocyanin content in the strong light condition (240 μmol m-2 s-1) was 6.15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weak light (40 μmol m-2 s-1). In contrast, the anthocyanin contents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when 0.8% urea solution was supplied as nitrogen fertilizer. Consistently, CHALCONE 
SYNTHASE (CHS) gene was up-regulated by strong light and down-regulated by nitrogen fertiliz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ight and nitrogen in soil regulate the antho-
cyanin content in S. purpu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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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eaf color changes of S. purpurea depending on nitrogen 

fertilizer. The redish S. purpurea on the left was grown 

without nitrogen fertilizer (-N). The green S. purpurea on 

the right was grown with nitrogen fertilizer (+N). The 

upper right is a close-up photo of green S. purpurea.

서   론

Sarracenia pupurea는 북미대륙의 북동쪽에 자생하는 식충

식물로 약산성의 습지에서 자생한다. 이러한 S. pupurea의 자

생지는 양분이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질소 양분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질소는 식물의 생장 및 2차 산물 생산 

조절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S. purpurea는 이러한 환경에서 질

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곤충을 포획하여 영양분을 얻는다

[2, 3, 11]. S. purpurea는 강한 빛 아래에서 식물이 붉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라 불

리는 플라보노이드(flavonoid)계 색소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하지만 S. purpurea의 색 변화는 빛에 의해서

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질소 비료를 처리하지 않은 S. purpur-

ea는 녹색 빛을 띄었으나, 질소 비료를 처리하지 않은 S. pur-

purea는 붉은 색을 띄는 것이 S. purpurea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관찰되었다(Fig. 1). 이와 관련하여 포도(Vitis vinifera cv. 

Cabernet-Sauvignon)와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에서 질

소 영양분이 안토시아닌의 생합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1, 14].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에는 여러 가지가 존

재한다. 파슬리(Petroselinum crispum)의 잎에 대한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경로의 초기 효소인 CHALCONE 

SYNTHASE (CHS)는 빛에 의해 유도된다[4, 8, 12]. 반면 

Lateral organ boundary domain (LBD)이라 불리는 안토시아

닌 생합성 억제 인자가 포도와 애기장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LBD 유전자는 질소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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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생합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1, 14]. 하지만 S. purpurea가 보이는 색 변화

가 실제로 빛과 영양분의 조건에 따른 안토시아닌의 함량 변

화에 의한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으며, 안토시아닌 합성 유전

자인 CHS 유전자와의 관련성 역시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Cephalotus follicularis의 유전체 정보가 밝혀지는 등[5], 식충식

물은 관상 목적으로 재배되는 것뿐 아니라, 재배 조건의 최적

화 및 다양한 생리적 현상의 조절 기작은 식충식물의 원예 

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 purpurea에서 빛과 

질소 환경 변화에 따른 잎의 색깔 변화가 안토시아닌 생합성

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재료  실험조건

S. purpurea는 대략 키가 15±1.5 cm인 것을 식충식물원(경기

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376번길 53-72)에서 구입하였다. 이

들 식물은 피트모스(Berger, Canada)에 이묘하여, 23℃, 16시

간 : 8시간의 명암주기, LED의 백색광 조건의 배양실에서 배

양하였다. 약한 빛 조건은 40 μmol m-2 s-1의 광량으로 설정하

였고, 강한 빛 조건은 240 μmol m-2 s-1의 광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식물은 추가 양분의 공급 없이 물만 공급

하였다. 물은 저면관수를 통해 공급하였으며 항상 식물의 화

분의 배수구멍에서부터 높이 2 cm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질소 

양분 없이 빛 조건만을 다르게 한 식물군 2개와, 강한 빛 조건

에 질소 양분을 공급한 식물군 1개를 두었다. 질소양분은 질소 

함량이 46%인 요소비료 8 g을 정제수 1 l에 녹여 0.8% 용액으

로 공급하였으며, 다른 양분은 공급하지 않았다.

1일, 15일, 30일차에 포충낭의 입구 상단 부분의 뚜껑에서 

식물 조직 시료를 채집하여 실험재료를 확보하였다. 시료로 

채취된 포충낭은 무작위로 선택되었으며, 채집된 식물 조직은 

바로 액체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시켜 -80℃ 냉동고에 보관 후 

사용하였다.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안토시아

닌인 cyanidin-3-glucoside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1 g의 재

료를 액체질소로 냉각한 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HCl 10 ml를 메탄올 1,000 ml에 녹여 만든 1% HCl 메탄올 

용액 600 μl에 12시간 동안 처리하여 안토시아닌을 추출한 후 

Milli-Q H2O 400 μl와 chloroform 500 μl을 첨가하여 18,000 

x g, 23℃의 조건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150 μl씩 2개의 새 1.5 ml e-tube로 옮겼다. 그 후 

각각을 25 mM potassium chloride buffer (pH 1.0)와 40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4.5)를 이용하여 최종 부피가 1.5 

ml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UV-vis spectrophotometer (UC- 

1700,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700 nm와 510 nm의 흡광

도를 이용하여 안토시아닌 총량을 아래의 계산식으로 구하였

다[7]. 

Total anthocyanin content (μg/g)＝
A×MW×D×103

ε×V

A (absorbance value) = (A510 nm×A700 nm) pH 1.0 - (A510 nm× 

A700 nm) pH 4.5, MW (molecular weight of cyanidin-3-glucoside 

= 449.2, D (dilution factor) = dilution ratio sample, ε 

(cyanidin-3-glucoside molar absorbance) = 26,900 M-1cm-1, V 

= final volume of sample (ml)

CHS 유 자 cloning  sequencing

S. purpurea의 CHS 유전자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S. purpurea가 속해있는 진달

래목(Ericales) 근연종의 CHS mRNA sequence data를 확보하

여 활용하였다. 우선 이들 CHS mRNA sequence를 alignment

하여 유사도를 이용하여 확보하였다. 이렇게 얻은 염기서열을 

S. purpurea의 Sequence Read Archive (SRA)와 비교하여 다시 

한번 수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근연종의 CHS 유전 정보는 다음

과 같다. Rhododendron dauricum (Accession No. LC133083.1), 

Actinidia chinensis (Accession No. KF157394.1), Camelia niti-

dissima (Accession No. HQ269804.1), Camelia sinensis (Acces-

sion No. AY656677.1), Rhododendron simsii (Accession No. 

AJ413277.1), Vaccinium ashei (Accession No. AB694902.1), 

Camellia japonica (Accession No. AB512766.1). 제작한 CHS 서

열을 이용하여 cDNA합성을 위한 RT-PCR에 사용할 primer를 

제작하였다. Primer 서열은 각각 RT-PCR_CHS_forward (ATG 

GTA TCC GTC GAT GAA GTT)와 RT-PCR_CHS_reverse 

(TTC GTC GGC CCA TTT CAA)를 사용하였다.

S. purpurea의 total RNA를 추출하기 위해 1 g의 시료를 

액체질소로 급속 냉각 시킨 뒤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쇄하였

다. CTAB method [1]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total RNA를 1 μg으로 정량한 후 SuperScriptTM III 

First-Stand Synthesis SuperMix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cDNA로 합성하였다. cDNA에 합성을 위한 primer

는 kit에 포함되어 있는 oligo dT primer를 사용하였다. 합성한 

cDNA로부터 CHS 유전자를 얻기 위해 KOD -Plus- Neo 

(TOYOBO, Japan)와 RT-PCR CHS primer를 사용하여 RT- 

PCR을 수행하였다. PCR product는 0.8% agarose gel을 이용

한 전기영동을 통하여 DNA band의 크기를 확인한 후 gel 

slice를 얻어 ExpinTM Cleanup SV 200p (GeneAll, Korea)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DNA는 pGEM®-T easy Vector 

(Promega, USA)에 클로닝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이후 

NCBI DNA blast를 통하여 얻은 서열이 다른 식물들의 CHS와 

유사함을 확인하고 CHS의 서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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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af color changes of S. purpurea grown in different light 

and nitrogen nutrient conditions. (A) S. purpurea exposed 

to the weak light condition of 40 μmol m-2 s-1 for 1 day. (B) 

S. purpurea grown under weak white light (40 μmol m-2 

s-1) for 30 days. (C) S. purpurea grown under strong white 

light (240 μmol m-2 s-1) for 1 day. (D) S. purpurea grown 

under strong white light (240 μmol m-2 s-1) for 30 days. 

(E) S. purpurea grown under strong white light (240 μmol 

m-2 s-1) in 0.8% (w/v) urea solution as the nitrogen nu-

trient for 1 day. (F) S. purpurea grown under strong white 

light (240 μmol m-2 s-1) in 0.8% (w/v) urea solution as 

the nitrogen nutrient for 30 days. Scale bar = 5 cm.

CHS 유 자 발 분석(qPCR)

CHS의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qPCR을 위한 primer로 qPCR_ 

CHS_forward (CCG AGA ACA ACA AAG GCG C)와 

qPCR_CHS_reverse (CCC ACC AGG CTG TCT AGA TG)를 

제작하였다. qPCR에는 앞서 RT-PCR을 통해 얻은 cDNA를 

사용하였으며, StepOnePlus Real-Time PCR System의 Quanti 

Speed SYBR HI-Rox Kit (PhileKorea, Korea)를 이용하여 

qPCR을 진행하였다. CHS 유전자의 발현량에 대해 대조군으

로 사용된 유전자는 house keeping gene인 18S ribosomal 

RNA (Accession NO. SPU42804)이며, qPCR_18S-rRNA for-

ward (AGT AAG CGC GAG TCA TCA GC)와 qPCR_18S- 

rRNA reverse (ATC CGA ACA CTT CAC CGG AC)의 pri-

mer를 RT-PCR과 qPCR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결과  고찰

농장에서의 재배 조건에 따른 S. purpurea 색의 변화 

S. purpurea를 재배하는 세자매 식충식물원(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376번길 53-72)에서 동일한 광량과 온도 조건에

서 요소비료 시비에 의존적으로 S. purpurea의 색 변화가 차이

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요소비료를 공급한 S. pur-

purea 재배 라인에서는 식물이 잎맥을 중심으로 주변부까지 

붉게 변한 반면, 요소비료를 공급하지 않은 S. purpurea 재배 

라인에서는 식물이 붉게 변하지 않고 녹색 빛을 띄었다. S. 

purpurea는 고광량 조건에서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을 합성

하여 식물체 전체가 붉게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13]. 요소비료

를 공급하였을 때 S. purpurea가 붉게 변하지 않는 현상은 질소 

양분이 식물의 색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포도에서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가 질소 양분에 의해 조

절되는 것과 유사하다[14]. 따라서, 질소 양분의 안토시아닌 

생합성 조절이 S. purpurea에서 관찰되는 색 변화 현상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안토시아닌 생합성 효소 중 하나인 

CHS를 타겟으로 연구를 계획하였다.

빛과 질소 조건에 따른 S. purpurea 색 변화  안토시아

닌 함량 변화

S. purpurea가 40 μmol m-2 s-1의 약한 빛 조건에 노출 되었을 

때 식물은 잎맥 부위만 붉게 변할 뿐 거의 붉게 변하지 않았다

(Fig. 2A, B). 그러나, 질소 양분 공급 없이 240 μmol m-2 s-1의 

강한 빛 조건에 노출 되었을 때에는 잎맥을 포함한 잎 전체가 

붉게 변하였다(Fig. 2C, D). 또한 강한 빛 조건에서 질소 양분

이 공급되었을 때 약한 빛 조건의 식물보다는 붉어졌지만 녹

색빛을 유지하였다(Fig. 2E, F). 특히 질소 양분의 공급 없이 

강한 빛 조건에 노출된 식물과 질소 양분을 공급하고 강한 

빛 조건에 노출된 식물을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색 차이를 

보였다(Fig. 2D, F). 이러한 결과는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에 

의해 객관화된 수치로 다시금 확인되었다(Fig. 3). 약한 빛 조

건에 노출된 식물의 경우 안토시아닌 함량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았으나 강한 빛 조건에 질소 양분 공급 없이 노출된 

식물의 경우 안토시아닌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5일에는 

약한 빛 조건의 식물에 비해 약 2배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보였

다(Fig. 3A).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한 빛 조건에 질소 양분의 

공급이 이루어진 식물은 안토시아닌 함량의 증가 폭이 매우 

감소하여 약한 빛 조건의 식물과 비슷한 수준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보였다(Fig. 3B). 이는 질소 양분의 공급 없이 강한 빛 

조건에만 노출된 식물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30일에서 두드러

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S. purpurea의 색 변화는 안토시아닌의 

생합성에 따른 식물 내 안토시아닌의 존재에 의한 것이며 빛과 

질소가 안토시아닌 생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CHS 유 자 염기서열 확인  아미노산 서열 비교

S. purpurea와 같은 진달래목의 근연종에서 CHS 유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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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Total anthocyanin contents of S. purpurea grown in various light and nitrogen nutrient conditions. (A) Total anthocyanin 

contents of plants grown under weak white light (40 μmol m-2 s-1) without the supply of nitrogen nutrients (Weak light, 

-N) or strong white light (240 μmol m-2 s-1) without the supply of nitrogen nutrients (Strong light, -N) for the time points. 

(B) Total anthocyanin contents of plants grown under strong white light (240 μmol m-2 s-1) with the supply of 0.8% (w/v) 

urea as the nitrogen nutrient (Strong light, +N) or without the supply of any nitrogen nutrient (Strong light, -N) for the 

time point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M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Two-way ANOVA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mean values of the experimental groups at each day. (*, p<0.05; **, p<0.01; ***, p<0.001; ****, p<0.0001; ns, 

not significant).

Fig. 4 Comparison of CHS nucleotide sequence of S. purpurea with those of various related plant species. The CHS nucleotide 

sequence of S. purpurea obtained from cDNA was aligned with those of Rhododendron simsii, Rhododendron dauricuma, Vaccinium 

ashei, Camellia nitidissima, Camellia japonica, Camellia sinens, and Actinidia chinensis obtained from the NCBI BLAST databases. 

The green highlight sequence is the forward primer (SpCHS_RTV, CCG AGA ACA ACA AAG GCG C) and the red highlight 

sequence is the reverse primer (SpCHS_RTF, CCC ACC AGG CTG TCT AGA TG) used for qPCR. The CHS sequence in-

formation of the related species was as follows: Rhododendron dauricum (Accession No. LC133083.1), Actinidia chinensis 

(Accession No. KF157394.1), Camelia nitidissima (Accession No. HQ269804.1), Camelia sinensis (Accession No. AY656677.1), 

Rhododendron simsii (Accession No. AJ413277.1), Vaccinium ashei (Accession No. AB694902.1), Camellia japonica (Accession No. 

AB512766.1).

서 잘 보존된 영역의 서열을 조합하여 제작한 예상 CHS 염기

서열을 토대로 primer를 제작하여, 포충낭의 조직으로부터 추

출한 RNA를 이용하여 RT-PCR을 수행하여 S. purpurea의 CHS

유전자의 cDNA 염기서열을 얻었다(Fig. 4). CHS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CHS 아미노산 서열을 번역하여 근연종의 CHS 아미

노산 서열과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S. purpurea의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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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CHS amino acid sequence of S. purpurea with those of various related plant species. CHS amino acid sequence 

of S. purpurea was compared with those of various related species using Multiple Sequence Alignment of Clustal Omega. 

S. purpurea showed high amino acid sequence similarity to Rhododendron simsii (93.573%), Rhododendron dauricuma (94.087%), 

Vaccinium ashei (93.573%), Camellia nitidissima (94.602%), Camellia japonica (94.602%), Camellia sinens (91.774%), and Actinidia 

chinensis (92.545%), respectively. The CHS genetic information of the related species was the same as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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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CHS expression according to light and nitro-

gen nutrient conditions. CHS expression was monitored 

at the time points by qPCR. CHS expression of plants 

grown under weak white light (40 μmol m-2 s-1) without 

the supply of nitrogen nutrients (Weak light, -N) at the 

time points. CHS expressions in plants grown strong 

white light (240 μmol m-2 s-1) with the supply of 0.8% 

(w/v) urea as the nitrogen nutrient (Strong light, +N) 

or without the supply of any nitrogen nutrient (Strong 

light, -N) at the time point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아미노산 서열이 근연종의 각각 91.7%~94.6%의 높은 상동성

을 보였다(Fig. 5). 

빛과 질소에 한 CHS 발  분석

식물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을 변화와 CHS 유전자 발현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qPCR을 진행하였다. 40 μmol m-2 

s-1의 약한 빛 조건에 노출된 S. purpurea에서 안토시아닌 함량

과 CHS발현은 15일까지는 가장 낮았으며 일치하였다. 하지만 

30일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은 여전히 가장 낮았으나 CHS 유전

자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였다. 강한 빛 조건에 노출되고 질소 

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식물에서 안토시아닌 함량과 CHS발현 

역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었는데, 안토

시아닌 함량은 15일에서 30일 사이에 가장 극적으로 증가한 

반면 CHS 유전자의 발현은 15일에서 최고였고 30일에는 급격

히 감소하여 가장 낮았다. 강한 빛 조건에 노출되고 질소 양분

이 공급된 식물에서 안토시아닌 함량과 CHS발현은 완벽한 

일치를 보였으며, 30일에서 약한 빛 조건에 노출된 식물의 발

현량보다 현저히 낮았다(Fig. 2, Fig. 6).   

이러한 결과는 CHS 유전자의 발현이 안토시아닌 함량 변화

에 선행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질소 양분이 공

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빛 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15일, 

30일의 안토시아닌 함량과 CHS 발현량을 비교하였을 때 CHS

발현의 최고점은 15일인 반면, 안토시아닌 함량은 30일에 급

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CHS가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의 초기 효소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4]. 약한 

빛 조건의 식물의 경우 CHS 유전자의 발현이 계속적으로 증

가하였다(Fig. 6). 하지만 30일이 지난 후에도 식물은 녹색 빛

을 유지하며 붉은 빛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CHS가 아닌 

다른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 인자에 의한 조절로 생각된다. 

질소 양분이 공급되고 강한 빛 조건에 노출된 식물의 경우 

15일까지는 CHS 발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30일

에서도 CHS의 발현이 매우 낮았다. 이들의 결과는 질소 양분

이 CHS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토시아닌을 발현하는 식물인 포도에서 역시 이러

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Lateral organ boundary domain (LBD)

라 불리는 안토시아닌 생합성 억제 유전자가 포도에 존재하

고, 이 유전자의 발현이 질소 양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4]. 

따라서, S. purpurea에서 역시 LBD와 같은 안토시아닌 생합성 

억제 인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 purpurea는 강한 빛 아래에서 안토시아닌을 생합성하여 

잎을 붉게 물들이는 현상을 보인다. 선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강한 빛 조건 아래에서 안토시아닌을 생합성하는 이유를 유추

하였다. 안토시아닌은 강한 빛과 free radical 으로부터 식물의 

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6, 9]. 따라서 강한 빛 조건 아래에

서 안토시아닌을 생합성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는 강한 빛 

조건에서 질소 양분이 공급되었을 때 안토시아닌이 생합성되

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S. purpurea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토시아닌의 생합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S. purpurea의 연구는 식물에서 안토시아닌의 생합성 

과정과 그 조절 방법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좋은 연구재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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