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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존에 따른 피해 현상을 관찰해 보고 식물 수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나무(Pinus

densiflora)와 실내식물 가운데 많이 활용되는 스파티필름(Spathiphyllum patinii),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의 항

산화 효소인 GR(Glutathione Reductase), APX(Ascorbate peroxidase)의 활성, 광합성속도와 잎의 해부학적 피해 현상을

관찰하였다. 오존농도는 30 ppb로 유지했고, 50일 동안 하루 8시간(09:00~17:00) 오존을 처리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오존 농도가 30 ppb정도의 낮은 농도에서 소나무는 광합성속도, 수분이용효율, 항산화 효소의 활성, 잎의

해부학적인 특성에서 대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실내식물인 스파티필름과 스킨답서스

의 광합성속도, 항산화 효소의 활성(특히, GR의 활성), 잎의 해부학적 특성이 대조구와 오존 처리구간의 상당한 차

이를 보여, 오존에 대한 민감성이 소나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ozone pollution on the one woody species and two

indoor plants in controlled environment. Pinus densiflora, Spathiphyllum patinii and Epipremnum aureum seedlings were

exposed in both control and ozone chambers to investigate photosynthetic rate, water use efficiency, antioxidative

enzyme activities such as GR(Glutathione reductase) and APX(Ascorbate peroxidase) activity and leaf anatomical

response. Ozone was fumigated 8 hours for a day with 30 ppb concentration for 50 days. Pinus densiflora

seedling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photosynthetic rate, water use efficiency, antioxidant enzyme activity

during ozone exposure. Ozone concentration (30 ppb in this study) is not high enough to generate ozone damage on

Pinus densiflora species. In contrast, ozone generally altered photosynthetic rate, antioxidant enzyme (especially GR)

activity and leaf anatomy in two indoor species (Spathiphyllum patinii and Epipremnum aureum) exposed in

ozone chamber were significantly differ from those of control in every measurement. These data suggest that

two indoor species(Spathiphyllum patinii and Epipremnum aureum) are more sensitive to ozone than Pinus

densiflora.

Key words : anatomy, antioxidative enzyme, ozone, indoor plant, photosynthesis

서 론

오존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대기오염물질로, 대기

중에서 햇빛(자외선)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

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에 직접 배출되는 NOx(질소

산화물), HCs(탄화수소류)등이 햇빛과 반응을 하여 생성

되는 광화학산화물(Photochemical Oxidants)인 H
2
O

2,

PAN(Peroxyacetylnitrate:과산화아세틸질산염)과 같이 2차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오존은 광화학물질 중에

서 약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광화학 오염의 표시물

질로서 인식되어 광화학산화물에 의한 오염에서는 오존

농도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1990년에 0.009

ppm이던 서울시의 오존 농도는 1994년에는 0.014 ppm,

1997년에는 0.016 ppm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0.018

ppm으로 증가하였다(Woo, 2006). 이는 오존생성 전구물

질의 가장 큰 배출원인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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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오존은 SO
2
, NO

2
, HF(불화수소)등과는 달리 생태계에

서 어떤 특정한 성분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존은 광화학 산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

며, 가장 독성이 높아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줌으로 상당한 손상을 초래한다(Peng et al., 2012;

Paoli et al., 2012; Meloni et al., 2003). 오존에 의해 피해

를 받은 식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가시적 피해와 외부적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비가시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Wohlgemuth et al.,

2002). 비가시적 피해는 내부조직 변화 혹은 생리적인 기

작에 변화가 생겨, 결국 식물의 생장 및 수확량의 감소 등

가시적 피해로 이어진다. 식물들은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

질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오존에 대해

서도 마찬가지로 식물의 종류는 물론이고 같은 종 내에서

도 개체마다 서로 다른 내성을 지니고 있다. 대기오염물

질에 대해서 식물이 내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시켰을 때 가시적 피해 수

준 혹은 순 광합성속도의 감소 수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Karnosky et al., 2005; Grantz et al., 2003). 

본 연구는 오존에 따른 피해 현상을 관찰해 보고 식물

수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

서 항산화 효소의 활성, 광합성속도의 측정과 해부학적 피

해 현상을 통해 소나무와 실내식물의 대표적인 식물인 스

파티필름, 스킨답서스에 미치는 오존의 영향을 비교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수종

이 연구에서는 가로수나 조경용 수목 가운데 중요한 소

나무(Pinus densiflora)와 실내식물로서 실내 환경을 조절

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수종인 스파티필름

(Spathiphyllum patinii)과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

세 수종을 공시재료로 하였다. 소나무는 1-1묘목을 사용

하였고, 스파티필름과 스킨답서스는 2년생을 활용하였다.

각각 0.5 리터 화분에 식재하여 충분히 적응한 후 오존 처

리를 하였다. 

2. 오존 처리

오존 처리구와 대조구에 각각 3 수종을 3 개체로 반복

하여 확보하였다. 식물체를 주간 25±0.5oC, 야간 22±0.5oC,

습도 60%, 광도 300±30 µmol·m−2·s−1로 유지되는 밀폐형

챔버(60 cm×60 cm×120 cm)로 옮겨 1 일간 순화시킨 후

오존 가스를 처리하였다(Figure 1). 오존 가스 처리를 위

해 오존 발생기(ON-1-2, Nippon Ozone Co., Japan)를 통

하여 발생된 오존을 챔버 내로 유입시켰으며 농도의 모니

터링은 화학발광식 오존 자동 측정기(806, Kimoto, Japan)

를 이용하였다. 농도 조절은 MFC(Mass Flow Controller)를

장착한 PID controller를 이용하여 0.03 µmol·mol−1(30 ppb)

의 농도로 유지하였다. 50일 동안 하루 8시간(09:00~17:00)

오존을 처리하였다.

3. 광합성 능력

각 수종의 광합성 능력(Net photosynthesis; 순 광합성량

(An))은 Li-6400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leaf chamber에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500 µmol·s−1 이며, Chamber 온도

는 block temperature 25oC, CO
2 
농도는 400 µmol·mol−1,

상대습도는 60~70%로 조절하였다. 순광합성 능력은 광도

를 PPFD 0, 50, 100, 300, 500, 800, 1000, 1500, 2000

µmol·m−2·s−1로 변화를 주어 Light curve를 그려 각 지점의

광합성속도를 비교하였다.

4. 수분이용효율

수목의 수분이용효율은 광합성속도/증산속도 (Je et al.,

2006; Ashraf et al., 2002; Wang et al., 2003)으로 계산

하였다. 수분이용효율의 계산에 사용한 광합성속도과 증

산속도는 1,000 µmol·m−2·s−1 광도에서 Licor-6400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Li-cor Inc., USA)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WUE = Pn / Tr 

WUE : 수분이용효율(µmol·CO
2·
mmol−1 H

2
O)

Pn : 광합성속도(µmol·CO
2 
m−2·s−1)

Tr : 증산속도(mmol·H2O m−2·s−1)

5. 해부학적 구조 관찰

식물체의 잎 중 가장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 부분을 대

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잎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여 실

험실내로 옮겨 잎을 1 mm × 3 mm 부분으로 잘랐다. 동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O
3
 fumigation chamber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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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박편기(Cryotome, HM 505E, Microm Lab., Germany)

를 이용하여 -35oC에서 시료를 급속 동결된 시료를 단단

하게 고정한 후 박편을 제작하였는데, 10 µm 두께로 자른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평평하게 올린 후, 메틸렌 블

루(methylene blue)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을 통해 엽육

조직의 위, 아래층 책상세포의 두께 및 해면세포층의 두

께를 관찰하였다.

6. 항산화 효소의 활성 분석

Ascorbate peroxidase(APX)의 활성분석은 상단부의 성

숙한 잎을 채취하여 단편 0.2 g에 1 M 아스코르빈산(AsA)

과 pH가 7.4로 보정된 100 mM 인산칼륨 완충액(K-P

buffer)을 함유한 추출용액 2 mL를 가하여 균질화하였다.

이를 16,000 rpm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한 후 추출액 60 µL

를 취하여 반응액[H
2
O 2.34 mL, 1 M K-P buffer(pH 6.5)

300 µL, 10 mM AsA 180 µL, 5 mM H
2
O

2
 120 µL]과

잘 혼합한 후 UV spectrophotometer(UV-21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파장 290 nm에서 H
2
O

2
에 의한 30초간

의 아스코르빈산 산화도(extinction coefficient of 2.8 mM−1

·cm−1)를 측정하였다.

Glutathione reductase(GR)의 활성 분석은 잎 0.15 g을

취한 후 추출용액(50 mM K-P buffer, 5% PVP, 5 mM

AsA, 5 mM DTT, 5 mM EDTA, 0.1 M NaCl 함유)을

2 mL 가하여 균질화하였다.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징액 150 µL를 취하여 반응액[H
2
O 2.43 mL,

1 M K-P buffer(pH 7.8) 300 µL, 10 mM GSSG 60 µL,

10 mM NADPH 60 µL]과 혼합하였다. 이때의 산화·환

원 반응을 파장 340 nm에서 90초간의 흡광도 변화로 측

정하였다(extinction coefficient of 6.2 mM−1·cm−1). 

모든 효소활성은 단백질 1 mg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

며, 단백질 정량은 Bradford(1976)가 기술한 바와 같이

Bio-Rad Protein assay(Bio-Rad Laboratories, U.S.A) 5

배 희석액에 엽 추출액을 100:1로 가하여 반응시킨 후 파

장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7. 통계처리

수분이용효율과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대하여 오존 처

리구와 대조구간의 차이를 GLM(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Duncan의 다중검정을 통해서 p <

0.05 수준에서 평균값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3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광합성 능력

세 수종의 광합성속도를 조사한 결과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속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수종 모두 오존 처리구의 광합성

속도는 전반적으로 대조구의 광합성속도 보다 낮게 나타

났다(Figure 2). 대기오염물질은 일반적으로 식물의 광합

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수

종에서 탄소의 흡수가 억제되거나(Paoli et al., 2012; Aben

et al., 1990; Reich and Amundson, 1985), 엽록체의 틸라

코이드 막 또는 calvin cycle(Lehnherr et al., 1988; Karnosky

et al., 2005)이나 광합성 관련 효소인 Rubisco와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등과 같은 색소 그리고 항산화시스템(D’Haese

et al., 2005; Conklin and Barth, 2004; Kangasjarvi et al.,

1994)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수분이용효율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오존 처

리를 한 실험구에서 수분이용효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스

파티필름(Spathiphyllum patinii)과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의 경우 대조구와 오존 처리구간의 수분이용효율

Figure 2. Light response curve of photosynthesis in leaves of

each species fumigated with 30 ppb o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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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3). 수분이용효율은 식

물체가 건전한 증산과 광합성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

한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조건에서 식물은 수분

이용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오염 조건에서 오

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서, 혹은 건전한 생장을 하지 못

하여 기공전도도가 감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증산량

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광합성속도와 증산속도 비

로 산출되는 수분이용효율은 증가할 수 있다(Lim et al.,

2006; Je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나무

의 수분이용효율의 증가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기작 중

하나로 엽 내로 유입되는 오존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공조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항산화 효소

GR 활성은 소나무(Pinus densiflora)를 제외하고, 스파티

필름(Spathiphyllum patinii)과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에서 오존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

다. 반면, APX 활성은 세 수종 모두 대조구와 오존 처리

구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4).

식물체가 오존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기작에는 기공 저

항 증대를 통한 오존 유입량 감소(Aben et al., 1990;

Mansfield and Person, 1996) 또는 항산화 효소의 활성 증

대(Guri, 1983; Rao et al., 1996; Rao and Dubey, 1990)

혹은 Rubisco 활성 증대를 통한 보상 반응 등이 알려져 있

다(Koch et al., 1998; Woo, 1997). 특히 활성산소의 경우,

오존 피해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Asada, 1992), 동시에 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로써도 작

용하는데(May et al., 1998; Karpinski et al., 1999), 오존

의 경우는 다른 대기오염 물질들과 달리 그 자체가 활성

산소의 일종으로 식물 종에 따라 이 같은 신호전달 체계

에 의해 PR 단백질 유도(pathogenesis-related proteins) 혹

은 HR 반응(hypersensitive reaction; 과민성 반응)이 유도

될 수 있다(Pasqualini et al., 2003; Yukihiro et al., 2012).

이 같은 반응은 주로 병충해 감염 시 활성산소를 매개로

나타나는 저항성 반응으로서 오존 노출 시, 이와 같은 반

응의 유도는 오히려 가시적인 피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실험에서는 엽록체 혹은 세포질 내에

존재하며 Ascorbate-Glutathione cycle을 통해 H
2
O

2
를 소

거하는 항산화 효소인 APX와 GR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ure 3. Water use efficiency in leaves of each species fumigated

with 30 ppb ozone.

Figure 4. GR and APX activity in leaves of each species fumigated with 30 ppb o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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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잎의 해부학적 특성

오존 처리가 식물의 잎에 피해를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잎의 해부학적 특징을 조사 하였다. 소나무의 경우

좀 더 확대한 사진을 보면 대조구와 처리구간의 염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포벽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험구에

처리한 30 ppb 정도의 오존 농도에서는 소나무의 경우 만

성적인 피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a), (a-1), (b), (b-1)]. 실제로 소나무는 아황산가

스에 노출시키고 20일 동안 회복시키면 정상적인 광합성

능력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Woo et al., 2003). 

Figure 6(a)는 스파티필름의 대조구 잎으로 기공과 표피

조직이 뚜렷하게 보이며, 내부조직의 모습도 정돈되어 있

다. 반면에 처리구의 경우, 기공이 있는 잎의 뒷면의 해면

조직이 많이 손상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다[Figure 6(b)]. 스

파티필름의 광합성속도는 대조구에 비해 오존 처리구가

낮게 나타났으며(Figure 2), 수분이용효율은 오존 처리구

와 대조구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igure

3). 이는 오존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은 수분이용효

율이 나타났던 소나무와 반대되는 결과로서, 내성기작의

오존의 유입을 막기 위한 기공조절이 스파티필름에서는

식물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 

스킨답서스 대조구는 표피세포가 형체를 유지 하고 있

으나[Figure 7(a)], 처리구는 표피세포의 형체가 많이 허물

어진 것을 볼 수 있다[Figure 7(b)]. 스킨답서스의 광합성

속도는 대조구에 비해 오존 처리구에서 뚜렷한 감소를 보

Figure 5. Anatomical observation of cross-sectioned needles of Pinus densiflora after 30 ppb ozone fumigation. Control (a and a-

1) and ozone treatment (b and b-1).

Figure 6. Anatomical observation of cross-sectioned leaves of Spathiphyllum patinii after ozone fumigation. Control (a) and

ozone treatm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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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Figure 2), 이러한 조직의 손상이 식물의 광합성 기

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분이용

효율에 있어서도 오존 처리구와 대조구간의 유의성은 없

었으나 오존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수분이용효율이 낮

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감소하는 광합성속도에 비해 증

가한 증산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분손실이 동화산물

의 생성보다 더 많은 비효율적인 기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킨답서스의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스파티

필름과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 유입된 오존에 의한 산화

피해로 인해 식물의 내부 조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더

욱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0 ppb 정도의 오존 농도에

서는 소나무는 해부학적인 특성, 광합성속도, 항산화 활성

에서 대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내식물인 스파티필름과 스킨답서스의 경우 오존 처리

구에서 광합성속도가 감소하고, 항산화 효소인 GR 활성

이 증가하였으며 잎 내부 조직의 손상이 크게 나타나 오

존에 대한 민감성이 소나무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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