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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Crassulacean Acid Metabolism (CAM)은 주로 다육식물에서 발견되었으며 건조한 환경

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적응형태로 알려져 있다(Kluge & Ting, 1978). CAM의 성격은

수분조건， 염도， 팡주기， 온도， 계절 또는 연령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되

어 었다 (Kluge & Ting, 1978. Osmond , 1978).

CAM식물은 산도의 일변화와 다육질의 잎 또는 줄기로 특정치울 수 있다 (Ranson &

Thomas, 1960). 산도의 일변화는 malic acid등의 유치 산의 합성과 축적 , 전환에 의해 일어

난다(Osmond， 1978). 구조적으로 볼때 저수조직이 풍부하며 잎면적을 줄일 수 있어 water

economy를 증대시키고 물질의 이통통로를 축소시키는 장점이 있다(Kluge & Ting, 1978).

C4형 식물에서도 유기산 대사가 일어나지만 유기산의 합성과 축적， 전환이 공간적으로 격

리되어 있는데 비해 CAM식물은 시간적으로 격려되어 있다(Black， 1973).

CAM식물은 열대 또는 아열대 기원의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한 기후나 지역적으로 건조

한 niche에 찰 적응되 어 있다 (Kluge & Ting, 1978). 생 태 적 측면에서 볼때 CAM식물은

C3나 C4형 식물이라면 종자냐 조포기관의 일부로 지탱해 갈 수 밖에 없는 가흑한 시기에도

완전히 발달한 광합성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청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Osmond， 1978).

CAM식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있었으나(De Saussure, 1804) 근래에 이

르러 C3나 C4형 이외의 또 다른 광합성 방식이 라는 정 과 생 태 학적 적 응 (ecological adapta

tion)이 라는 점에서 분류학， 형태학，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생태학， 식물지리학등의 여

러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CAM의 생산성은 우척 낮아 CAM식불중 높은 생산성을 가진 pineapple에 서

조차도 C3식물의 생산성의 최저값을 보인다(Osmond， 1978). 생산성이 무척 높은 C4식물에

셔도 유치산의 합성， 축적， 전환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무척 홍미있는 일이다.

질소대사의 control point는 Nitrate Reductase Activity (NRA)이 다 (Hewitt, 1975).

Nitrate reductase는 N03-에 의 해 유도되는 inducible enzyme으로 N03-가 nitrate reduc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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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성을 제한하지 않는 한 NRA는 growth potential의 index가 된다 (Dykstra, 1974). 식

물이 N03-를 흡수， 고정하는 방식은， 1) 목본에서와 같이 전적으로 뿐리에서， 2) Sugar

beet와 같이 뿌리와 줄기 양쪽에서， 3) 흡수펀 후 잎으로 운반되어 잎에셔 환원되는 세

가지가 있다 (Haynes & Goh, 1978). 뿐리에서 흡수된 N화합물이 NH4+인 경우 즉시 amino

acid로 합성되어 이통되고 N03-인 경우도 glutamine이 나 glutamic acid와 같은 질소함유량

이 많은 amino acid로 합성되 어 이동되 기 도 한다 (Pate , 1.980).

전반적으로 CAM식물의 질소대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미흡하나 유기산 대사와

별도의 circadian rhythm을 보인다는 발표가 있다 (Lyndon， 1962). 연령에 따른 NRA에 관

한 연구로서 Kalaηchoe에 서 연령증가에 따라 NRA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Chang et al.

1981). 반면에 CAM성 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뚜렷해진q (Jones, 1975).

본 연구는 다육질 줄기를 기진 부채선언장(Opuπtia lanceolata Haw.)을 재료로 하였다.

Opuntia는 줄기가 다육화한 CAM식 물로 water stress가 극심한 시기에도 산도의 일변화를

보이는 constitutive type이 다. O. basilaris에 서 Szarek과 Ting (1974), Szarek et al. (1973)

등에 의해 계절적 변동에 따른 CAM성 격 의 변화， 기체교환， 건조기에 대한 적응， 호홉과

기체이동， 관개시의 생리적 반응등이 광범위하게 연구된 바 있다. 부채선언장의 줄기의 연

령에 따른 산도의 일변화 양상， N03-의 양， NRA 및 soluble protein의 양적 변화를 연구

함으로써 CAM식불의 연령에 따른 CO2와 N03-대 사의 변동을 밝히려고 하였다.

n. 재료 및 방법

l) 식물재료

본 질험에 사용한 부채선언장(Opuntia lanceolata Haw.)은 직경 25cm의 화분에 섬어 노

지에서 재배하였다. 높이가 약 65cm이 고 끝마다에 한하여 ephemeral leaf가 있으며 줄기는

다육질이었다. 주된 마다의 갯수는 4개 였다. 편의상 위쪽에서부터 L n, IlL IV로 stem

order블 붙였으며 전반적안 모양은 Fig. 1과 같다. 기부에 있는 W벤 마다는 위쪽보다 비후

되어 있었고 epidermis가 무척 두꺼웠다.

2) 조사방법

(a) 산도의 일변화

부채선인장의 산도의 일변화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m 번 마디에서 옆으로 돋은 마다 (Fig. 1의 a) 에 서 1시 간 간격으로 24시 간 동안 cork borer

(직경 4.8mm)로 뚫어 얼은 sample로 Koch와 Kennedy (1980)의 방법에 의하여 산도블 측

청하고 채 취 시의 조도를 Maseuda조도계를 사용하여 동시 에 측청 하였다.

(b) 연령에 따른 유기산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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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atic explanation of the plant O.laηceolata which was used in the experiment.

I , H, m, W: stem order
Y: developing young stem which has ephemeral leaves.
diurnal acid fluctuation assay was carried with “a" stem.

14시 와

엽록소

acidity가 최 저 치 를 보이는

측정하였다. 이때 마다별

연령에 따른 유기산 대사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최고치를 보이는 08시 에 각각 2벤 반복 채취하여 산도블

의 양은 80% acetone 추출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c) 연 령 에 따른 Nitrate Reductase Activity측정

마뎌벨 NRA는 14시 에 채취하여 측정， 비교하였다.

추출액 (extracting media)은 250mM의 KH2P04 (pH. 8.8) , lmM의 EDTA-Na2' 25mM

PVP-401% (WjV)의Fraction V) ,의 cysteine, 3% (W jV)의 BSA (Albumine bovine ,

(polyvinyl pyrrolidone)을 포함하였으며 식물재료에 추출액을 가한다음 Virtis Homogenizer

O.5MNRA의 분석은 vial당

H20 O.2ml, plant ex-

로 갈아 4겹 의 cheese cloth로 여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Tricine (pH 7.5) O.2ml, O.2M KN03 O.lml, 2mM NADH O.lml,

tract O.4ml를 섞 어 1시 간 동안 incubate한 후 O.5M Zn-Acetate O.lml, 46mgjl PMS (ph

enazine methosu1fate) O.lml를 가하여 반응을 종결시 켰다. 이 용액을 10분간 방치 한후

l000G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Supernatant 에 1% sulfanylamide NED0.02%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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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lml블 가하여 발색 시 켰 다. 540nm에 서

OD를 측청하여 생성된 N02-의 양으로 NRA를 결정하었다(Neyra &Hageman, 1975).

(d) N03--N의 정 량

마다 별 N03-의 변동을

:'=:1:.‘iilfll大師188

N03-의따라

양을 측정하였다.

(e) Soluble protein정 량

마다별 Soluble protein의 양은 Lowry et aI. (1951)의 방법에 따라 철정하였다.

방법에조사하기 위하여 Cataldo et al. (1975)의

과결
mM

1) 산도의 일변화

1981년 6월 6일 10 :30부터 6월 7일 12: 00까지 노지에서 조사한 부채선언장(O.lanceo

lata)의 산도의 일변화와 광도는 Fig.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이날의 일조시간은 14.5시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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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 urnal change of titratable acidity at each stem.
It shows degree of CAM changes with age. Intermediate aged· stem were active in
CAM, butthe oldest and the young stem shows relatively low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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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부채선언장의 줄기가 받는 최고 조도는 37Klux였다. 산도는 6일 14"-'16시 에 6.91μeqj

cm2로 최 저 치를 보였고 그 다음날 06"'08시 에 109. 19μeqjcm2로 최 고치를 보였다.

이 러 한 dark acidification과 light deacidification은 CAM 식물의 특정이 되 며

에 서는 Szarek과 Ting (1974)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O.basilaris는 심한 건조기 에는 야간

에도 커꽁이 닫히게 되는데 이때에도 호흡에 의해 생성펀 cO2의 재순환으로 CAM의 성격

을 유지하며 비온 직후 기공이 열려 흡수된 대기중의 cO2로 산도의 더욱 뚜렷한 변화를 보

인다 (Szarek et al. 1973). 계철별로 water stress가 변통됨에 따라 CAM 성격의 정도도 변

화한다.

본 질혐의 결과는 Opuntia가 자생지에서 이른봄에

Ting, 1974)와 일치하여 우리나라의 노지에서도 전형적언

O.basilaris

나타내는 청도의 산도변화(Szarek &

CAM의 성격이 유지됩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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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유기산 대사와 질소환원대사의 비교

(a) 유기산 대사

부채선언장의 마다벌 산도의 변화는 Fig.3에 표시한 바와 같다. 마디별 산도의 일변화는

n ， llI 번 마다에서 가장 뚜렷하였고 최고치도 가장 큰 반면 W벤 마디에서는 산도의 일변화

가 적고 최고치도 가장 적었다.

Fig. 4는 마다별 엽록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도의 일변

화와 엽록소의 양은 상관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ephemeral leaf의 산도변화와 발달단계

developing young stem(Y) ,

늑::;;←~강퍼;-----. titratable acidity J!eqjg · fwt .

08;30 14;00 differenceplant part-----~_

ephemeral leaf 41.84 21.61 19.23
Y 23.26 19.06 4.2
I 123.66 71. 23 52.43
R 81.78 46.31 35.47

Table. ι Diurnal change of titratable acidity in ephemeral leaf,
stem I & ste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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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ram fresh weight per cm2 surface area, at each stem. It increases with age.

에 있는 어린마다의 산도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발달 단체에 있는 어련

마다는 거의 산도의 일변화를 볼 수 없었고 ephemeral leaf는 아래쪽의 I 번 마다보다는 적

지만 약간의 산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칠소환원대사

각 마다 에 서의 NRA와 N03-양은 Fig. 5에 표시하였다.

NRA는 어린 I 번 마디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정착 감소하여 m 번 마다에서

1μmolejdm2.hr의 낮은 값을 보였다. N번 마디에서 다시 그 값이 증가하여 R 먼 마다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Kalanchoe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언다 (Chang et aI, 1981) . 부채선언장의 W번 마다의 경우 전체를 지지하기 위한

조직의 비후때문이거나 주로 이 부분에서 N03-를 환원시켜 장부로 이동시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다별 단위 면적당 생체량의 변화는 Fig. 6에 표시한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마다별 N03-의 양은 W번 마디에서 가장 많고 상승할수록 점차 척

어졌다‘ 이는 부채선연장에서 N화합물은 주로 N03-상태 로 이동됨을 뜻한다.

마디 별 Soluble protein의 양은 Fig. 7에 나타내 었다. N번 마다의 비 교적 높은 NRA에

비해 그곳의 Soluble protein양은 적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성되는 protein이 주로 struc

tural protein2.，뭉 조직의 비후에 쓰안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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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식물은 주로 다육질이 며 특정 적 인 산도의 일변화를 보인다 (Ranson & Thomas, 1960).

이들은 건조한 환경에 적응된 형태로 C3형 이 나 C4형 외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지탱해

나갈 수 있다 (Osmond， 1978). 산도의 일변화는 야간에 기공을 열어 홉수한 CO2가 유기산

으로 전환되어 액포에 지장되고 낮에 기콩을 닫은 채 유기산을 분해하여 광합성을 하기 때

문에 나타난다(Osmond ， 1978).

연령에 따라 CAM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육질 잎을 가진 CAM식물에 서 의 경우 Ranson과 Thomas (1960)는 산의 축적능이 성장

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가 노쇠하며 다시 감소함을 발표하였고 Lerman et al. (1974)은

isotope composition method 를 사용하여 Kalanchoe daigremoηtiaηi의 성숙한 잎이 어 린 잎

보다 산을 축적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Jones (1975)는 액포크기와 연관

지 어 연 령 에 따른 CAM성격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K.fedtschenkoi에 서 도 연령증가에 따른

CAM성 격의 증가를 보였다 (Chang et al. 1981). 다육질 줄기블 가진 Opuntia에 서 의 연구

결과블 보면 Hanscom JII 와 Ting(1977) 이 O.basilaris의 어린 줄기가 나이많은 줄기보다 일

시적인 강우， 또는 관개에 더욱 빨리 반응을 보이며 산도의 일변화도 높다는 것을 발표하

였다. O.versicolor에 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4 (Richards, 1915). 이 현상을 Hanscom JII 와

Ting (1977)은 stomatal resistance가 나이많은 마다에서 더 높아 CO2흡수가 신속히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아주 어린 마디와 나이많은 마디의 얼변

화가 적고 중간 연령층아 산도의 일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I 먼마다와 lf， JII 번마디의 CAM

성격의 차이는 액포의 크기와 연관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마다에

서 산도의 변화가 극히 낮음도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W번 마다의 낮은 산

도변화는 노쇠현상으로 인한 감소라기 보다는 stomatal resistance의 증가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연령증가로 water tissue가 증가한것도 W번마디 에 서의 낮은 산도변화블 설명해준다.

Aloe arborescence Mill. 의 경우 저수조직과 그것을 둘러싼 mesophyll 사이에 물질이동이 거

의 없으며 유기산의 축적， 전환은 주로 mesophyll에 서 만 일어난다(Kluge et al. 1679).

질소대 사의 Control point는 N03- reductase이 며 N03-가 효소의 합성을 제한하지 않는

한 질소합성능의 index는 되지못하더 라도 growth potential의 index가 된다(Dykstra， 1974).

N03- reductase는 여러식물체에서 circadian rhythm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akshi

et al. 1979, Devi & Maheshwari, 1979, Duke et al. 1978, Hageman et al. 1961). N03

reductase는 dark/light전환시 에 활성 화되 어 14"'16시 에 peak블 보안 다. 또한 light/dark

전환시에 분해되어 그 다음날 다시 합성， 활성화펀다， 이 rhythm의 조철은 transl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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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에 서 이 루어진다고 하며 (Stewart , 1967) 여 러 종류의 amino acid에 의 해 억 제 또는 촉

진된다 (Radin, 1975). N03- reductase의 환원력은 광합성 에 의 해 생 성 된 NADH이 며 (Kle

pper et a1. 1971, Stulen & Lanting, 1976, Swader & Stocking, 1971) NADH는 분해효소

로부터 NOs-reductase블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Haynes & Goh, 1978). 광합성의 중

간산물언 3-PGA, PGAL , DHAP , RDP등이 탄수화물대사와 질소대사를 연결하는 물질이다

(MifIin & Lea , 1977). NOs-가 환원펴는 장소는 종에 따라 다르다 NOs- reductase는 주

로 엽 록체의 외 막에 부착되 어 있으며 (Barea et a1. 1976, Ritenour et al. 1967, Miflin, 1967)

엽록체의 redox control과 ATP 생성은 NRA와 밀접한 관계릅 맺고있다(Hewitt， 1975). 식

물체에 흡수된 질소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또한 N03-가 환원되는 장소에 따라 식물의 질소

화합물의 이동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Mengel과 Kirby (1978) 에 의하면 NOs-는 Xylem

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 부분의 질소대사의 청도와 생리적인 펄요에 따라 유입되는 정도가

조절된다고 하였다. 보리의 잎에서 NRA는 Seedling stage에 가장 크다가 성장에 따라 점

차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Pokhriyal et aI, 1980). Kalaηchoe에 서도 연령증가에 따라 NRA

가 정 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Chang et aI, 1981).

본 질험에서는 I 번마디에서 가장 NRA가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W먼

마디에 서 다시 증가함을 보었는데 다육칠 잎을 가진 Kalaπchoe와 달리 Opuntia는 줄기에 서

광합성과 물질이동， 지지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으묘로 성장에 따른 질소대사의 변화와 물

질이동에 의한 효과， 비후로 인한 structural protein의 합성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라 생각

펀다.

벼의 NRA가 4.0μmolejg·fwt. hr (Shen , 1972) 이 며 밀에서 3.72"-'5. 38μmolejg.fwt·hr

(Pokhriyal et al. 1980) 정 도인데 비하여 본 실험에서의 o.lanceolata의 NRA는 무척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CAM식물이 극심한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한 생활방식을 가진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극심한 환경에서 견다는 식불들이 생산성과 성장율을 낮춤으로써 노쇠한 기관의

탈락， 새로운 기관형성등에 의한 영양손질을 줄얀다는 Chapin (980)의 설명과 낮은 NRA

를 연관지을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질소대사 변화와 유기산대사 변화의 사이에는 별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다

났다. 마다별로 처한 생리적 조건이 서로 블리며 그에 따라 주력하는 대사의 종류가 틀려

질 것이라 생각련다. I 번마다는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고 액포가 작으묘로 낮은 CAM성 격

과 높은 NRA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성장이 이루어진 H，JI[번 마디에서는 CAM의

성격도 뚜렷하였고 낮은 NRA플 보였다. N먼 마디는 위쪽보다 면적당 생체량이 증가했으

며 저수조직이 늘어나 있었다. Stomatal resistence의 증가와 저수조직의 증가로 낮은 CAM

성격을 보였으며 불질아동， 또는 자체의 조직의 비후로 NRA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O.lan~eolgta의 질소화합물은 N03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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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식 물의 전만적 으로 낮은 NRA와 각 부위 사이 의 malic acid를 비롯한 광합성 산물의

이동율이 극혀 저조하다는 사실이 CAM식물의 낮은 생산성을 설명할수 있을 것이다 (Kluge

& Ting, 1978).

CAM식물의 질소대사에 관한 연구는 유기산 대사에 관한 연구에 비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CAM식물의 질소대사과정을 찰 이해하기 위해 nitrite reductase, malate dehydro

genase, glutamine synthetase, glutamate synthase등의 연관효소에 관한 연구가 계 속되 어 져

야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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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crassulacean acid metablism and N03- assimilation

affected on the stem ages of Opμηtia lanceolata Haw

Chang, Nam Kee, Choe, Hong Gwan

and Sim, Soak Chao

Abstract

Diurnal acid fluctuation, N03- contents , changes of NRA, and soluble protein contents

with age ￦ere investigated in the stems of Opμηtia lanceolata Haw growing under the

field condition. Diurnal change of titratable acidity shows typical CAM pattern; maximum

value of 109. 19 μeq/cm2 and minimum value of 6.91μeq/cm2•

Young stem exibited low CAM as measured by the diurnal changes of titratable acidity.

Intermediate aged stems were active in. CAM activity. NRA per cm2 • hour was highest

in young stem, and decreased with age. But the oldest stem exibited relatively high

NRA. N03- content in the oldest stem was 100μmole/cm2 and gradually decreased in

young. It shows translocation of N-component in O. lanceolata is largely as N03- form.

ChlorophYll content does not correspond to diurnal acid fluctuations, and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soluble protein content & N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