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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초와 비비추의 오존에 대한 생리･생화학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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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esistance to ozone and characteristics of ozone-induced damage were investigated 
on the perennial ground cover plant species. Sedum kamtschaticum and Hosta longipes were exposed to 200 μg･kg-1 ozone for 8 hours per day (from 08:00 to 16:00) in the naturally irradiated phytotron. The extent 
of ozone-induced damage was measured through the analysis of physiological parameters, such as water use 
efficiency (WUE), chlorophyll content (Chl. a, Chl. b, Chl. a + b, and Chl. a/b ratio), carotenoid contents, 
and the in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Ozone exposure significantly reduced the daytime WUE 
in both species. The contents of chlorophyll and carotenoid were also decreased and ROS, such as hydrogen 
peroxide (H2O2) and superoxide radical (O2

-) were accumulated after ozone exposure.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S. kamtschaticum is more resistant to atmospheric ozone than Hosta longipes. 
Considering its fast responses to ozone, it was also assumed that Hosta longipes can be used as an indicator 
plant of an increase in atmospheric ozon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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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산업화로 인해 도시 내 녹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

라 도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의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다

(Cheng et al., 2010). 하지만 도심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이며 다른 오염물질은 대체적으로 연 평균농도가 낮아지는 

반면 오존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전국 

여러 도시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농도 오존사

례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et al., 2001). 
따라서 도심에 식재된 식물은 오존을 비롯한 대기오염에 의

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Cheng et al., 2010).
오존이 식물체 내부로 들어 왔을 때 식물자체의 해독대사

에는 다양한 항산화 방어계가 관여하는데 식물체 내 활성산

소종 발생에 대한 방어 기작에서 항산화효소의 활성은 중요

한 역할을 한다(Woo et al., 2004a). 오존 자체보다도 생체물

질과 반응이 높은 활성산소는 광합성 관련 색소들의 파괴와 

핵산, 단백질, 지질 등의 변성을 일으키고(Lee et al., 2003; 
Park et al., 2002), 식물체에 가시적인 피해뿐 아니라 만성적

인 피해를 초래하여 식물체의 생장을 저해 한다. 최근에는 

여름철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오염물질이 도시민의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Woo et al., 2004a), 식물체로 

오존이 유입되면 기공의 폐쇄 및 엽육 세포 손상으로 광합성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Lee et al., 2002, 2004), 오존과 

식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Woo 
et al., 2004a).

도심 녹화에 있어 원예용 초화류와 지피류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는데, 그 중 하층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기린초와 

비비추는 교목･관목보다 경량이며 식재와 관리가 용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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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Cheng et al., 2010). 
또한 기린초와 비비추는 잎의 색깔, 형태 및 질감이 좋고, 
꽃만 보는 식물에 비해 수명이 길며 경제적이고 다양한 경

관을 연출할 수 있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

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식물종이다

(Cheng et al., 2010). 
1994년 8월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보수준의 322μg･

kg-1
의 오존 농도가 측정되기도 하였으며, 서울에서만 17일 

이상 주의보 수준 이상의 오존농도가 발생(Oh and Kim, 
1999)하기도 하는 등 최근 도심의 오존농도는 대기환경기준

을 초과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Kim, 2011). 오존 피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도심의 가로수

종을 포함한 교목류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Lee et 
al., 2004; Pääkkönen, 1998; Woo et al., 2004a, 2004b, 2004c). 
옥상이나 벽면 등의 인공지반 녹화 및 교목류와 함께 가로변

의 하층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지피식물의 오존에 대한 연구

는 앞으로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의 지

피식물로 많이 사용되는 기린초, 비비추를 대상으로 오존에 

노출된 식물의 생리적 피해 및 식물종간의 반응 특성을 비교

하였다. 또한, 오존 노출에 따른 각 식물 종의 생리･생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대기환경의 오염원 중 오존 스트레스를 극

복하는 식물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연구는 옥상녹화나 인공지반에 적합한 수종으로 알려

진(Lee et al., 2007) 기린초(Sedum kamtschaticum)와 비비

추(Hosta longipes)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식물은 경기도 

고양시 지피식물원에서 2인치 포트 크기의 삽목묘를 수집하

였고, 원예용 상토를 채운 직경 10cm 화분에 이식하여 온실

에서 7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오존 가스 처리

지상부가 20cm 정도 되도록 생육시킨 식물체를 온도가 주

간 23-25℃, 야간 18-20℃, 상대습도 70-80%로 동일하게 유지

되는 두 대의 밀폐된 자연광 노출상(fumigation chamber) (150 
× 150 × 200cm)으로 옮기고, 다시 7일간 노출상에서 순화시킨 

후 오존 가스를 처리하였다. 오존 가스처리는 오존 발생기

(DX100, Daqstation, Japan)를 통해 발생된 오존을 실험구의 

노출상 안으로 유입시켰으며, 다른 노출상에는 대기(ambient 
air)만을 순환시켜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오존 농도의 모니터

링은 화학발광식 오존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하루 8시간(08:00-16:00) 가시피해가 나타나는 시

점까지 오존 가스 200μg･kg-1
을 처리하였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대기오염경보) 규정

에 의한 “오존오염경보 및 예보제”에 의하면 오존농도가 

120μg･kg-1･h-1 이상일 때 주의보, 300μg･kg-1･h-1 이상일 

때 경보, 500μg･kg-1･h-1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내리는 등 

오존농도에 따라서 3단계로 발령된다. 도심의 오존주의보와 

경보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존 처리 기준을 현

재 오존의 1시간 평균 환경기준인 100μg･kg-1
을 기준(Lee 

et al., 2002)으로 두 배인 오존 가스 200μg･kg-1
을 정하였다. 

수분이용효율(Water Use Efficiency, WUE)

수분이용효율은 휴대용 광합성측정기(LI-6400, Li-Cor, 
Lincoln, NE, USA)를 사용하여 오후 2시, 오후 8시, 오전 2시 

오전 8시에 각각 측정하였고, 측정 시 쳄버(leaf chamber)의 

내부 온도는 22°C, CO2 농도는 CO2 injector system을 이용

하여 400μmol·mol-1
로 유지하였다(Woo et al., 2004a). 줄기 

끝에서 3-4번 잎을 3회씩 측정하여 평균치를 이용하였고, 
측정한 Pn과 Tr 값을 이용하여 아래 식(1)과 같이 구하였다

(Al-Amoudi et al., 2002).

WUE = Pn / Tr (1)

여기서, WUE: water use efficiency (μmol CO2･mmol-1･
H2O), Pn: photosynthetic rate (μmol CO2･m-2･s-1), Tr: 
transpiration rate (mmol H2O･m-2･s-1) 이다.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함량(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엽록소[엽록소 a, 엽록소 b, 엽록소 a/b, 그리고 총 엽록소 

함량 (a + b)]와 카로티노이드(carotenoid)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잎 0.1g을 아세톤(80%) 8mL에 넣고 냉암소에서 7일간 

침출 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는 UV/VIS spec-
trophotometer(UV-2100,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파장 

663, 645, 470nm에서 측정하였으며, 엽록소 함량은 mg·g-1 
FW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식(2)와 같이 구하였다(Arnon, 
1949; Lichtenthaler, 1987).

Chlorophyll a = 12.7 A663 – 2.69 A645

Chlorophyll b = 22.9 A645 – 4.68 A663

Total chlorophyll (a + b) = 20.29 A645 + 8.02 A663

Total carotenoid = (1,000 A470 – 1.82 chl. a – 85.02 chl. b) 
/ 198 (2)



3Kor. J. Hort. Sci. Technol. 31(1), February 2013

Fig. 1. Visible symptoms in (A) Sedum kamtschaticum and (B) 
Hosta longipes exposed to ambient air (left) or 200 μg･kg-1

ozone (right) for 28 or 7 days respectively. Circles indicate 
injury of leaves.

Fig. 2. Water use efficiency (WUE) of (A) Sedum kamtschaticum
and (B) Hosta longipes exposed to ambient air (control) or 
200 μg･kg-1 ozone for 28 or 7 days respectively.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n = 3).

활성산소종의 염색 (Reactive Oxidative Species Staining)

오존처리 후 황화와 백화현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는 시점

을 기준으로 오존처리를 종료하였으며 비비추는 7일, 기린

초는 28일 후 가시피해를 확인하였다(Fig. 1). 활성산소종의 

염색을 위해 각 식물의 잎을 오존처리 후 즉시 채취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활성산소(Superoxide Radical, O2
-)의 NBT(Nitro Blue Tetra-

zolium) 염색

오존처리 후 각 식물의 잎을 채취하여 엽병 부위를 제거

한 후 NBT 반응액(H2O2 1mL을 1/10로 희석한 용액에 NBT 
tablet을 넣은 용액)에 넣고 흡수가 용이하도록 15분간 진공 

상태에 두었다. 암소에 시료를 3-4시간 배양한 후 용액을 버

리고 alcohol:lacto phenol[불포화 페놀(55℃)과 lactic acid
를 1:1로 혼합한 용액]의 비율을 2:1로 한 반응액에 침투시

킨 후 microwave에서 10-20초간 반응시켰다. 50% EtOH에

서 두 번 세척한 후 엽록소 제거를 위해 50% EtOH에 침지

시켜 냉장보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Wohlgemuth et 
al., 200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의 DAB(Diamino-

benzidine) 염색

오존 처리 후 각 식물의 잎을 채취하여 엽병 부위를 제거

한 후 0.1% DAB 반응액[DMSO 1mL의 1/100 용액에 10mM 
MES(pH5.6) 100mg(3, 3’-diaminobenzidine)을 넣은 용액]
에 넣고 15분간 진공상태를 만들어 주었다. 밝은 빛에서 시료

를 30분간 배양한 후, 용액을 버리고 alcohol:lacto phenol[불
포화 페놀(55℃)과 lactic acid의 비율을 1:1로 혼합한 용액]
의 비율이 2:1인 반응액에 침투시킨 후 microwave에서 

10-20초간 반응시켰다. 50% EtOH로 두 번 세척한 후 50% 
EtOH에 침투시켜 냉장 보관하였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

다(Wohlgemuth et al., 2002).

결과 및 고찰

수분이용효율

증산속도에 대한 광합성의 비율로 산출한 수분이용효율

을 오존처리된 기린초와 비비추에서 조사한 결과, 오존을 

처리한 기린초의 경우 오후 2시에 대조구에 비해 현저히 감

소되고, 야간 시간에는 대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다가 

오전 8시에는 대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Fig. 2A). 
오후 2시에 오존 처리구의 수분이용효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낮 시간 동안 식물체의 기공을 통한 오존 유입으로 인

해 증산속도가 증가되어 수분이용효율을 감소시켰으나, 오
전 8시에 수분이용효율이 증가된 것은 증산율의 변화가 없

이 광합성률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비추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용효율의 변

화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였다(Fig. 2B). 오존처리 후의 비비추는 오후 2시의 수분이

용효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증산속도가 증가하여 수분이

용효율의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린초와 마찬

가지로 오존의 유입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비비

추는 기린초와는 다르게 오전 2시에 일시적으로 수분이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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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of Sedum kamtschaticum and Hosta longipes exposed to ambient air (control) or 
200μg･kg-1 ozone for 28 or 7 days respectively.

Plant species Treatment Chl. a
(mg･g-1 FW)

Chl. b
(mg･g-1 FW)

Total Chl.
(mg･g-1 FW) Chl. a / Chl. b Carotenoid

(mg･g-1 FW)
Sedum kamtschaticum Control  3.055 2.559  5.628 1.189 0.862

Ozone  1.369**z 2.063**  3.442** 0.658** 0.543**

Hosta longipes Control 17.901 8.034 25.989 2.227 4.043
Ozone  2.374** 7.135*  9.539** 0.377** 4.029*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율이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오존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분이용효율을 보였다.
수분이용효율은 단위 엽면적(m2) 당 수분소비량에 대한 

CO2의 흡수량의 비율(Han et al., 2005)을 뜻하는 말로 증산

율과 광합성률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

은 기공을 통해 CO2 흡수와 H2O 방출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때 식물자체는 CO2를 더 많이 흡수하려고 하고 H2O을 더 

적게 소비하려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기공의 최적 메커

니즘은 증산속도를 최소화하고 광합성속도를 최대화하여 

식물의 수분이용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다(Han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오존의 유입으로 인해 식물체가 부분

적으로 기공을 닫아 광합성 속도보다 증산 속도를 더 많이 

감소시키고, 광합성에서 탄소를 얻는 것보다 수분손실을 감

소시켜 수분이용효율이 증가(Je et al., 2006; Oh et al., 
2005)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im et al.(2006)의 연구에서

는 식물이 대기오염 피해를 받게 되면 기공이 닫혀 일반적

으로 증산량이 낮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분이

용효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잎의 수

분이용효율의 크기는 순광합성 속도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Kozlowski and Pallardy, 1997; Han et al., 2005), 이
러한 오존에 의한 수분이용효율의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

로 수분이용효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광

합성율의 변화로 인해 식물의 생리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스트레스 피해를 받은 식물들에서 나타난다

(Binkley et al., 1994; Blank et al., 1990; Lim et al., 2006).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 함량

오존처리에 따른 기린초와 비비추의 엽록소와 카로티노

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엽록소 a, 엽록

소 b, 총 엽록소 함량(a + b), 엽록소 비(a/b), 그리고 카로티

노이드(carotenoid)의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
린초의 경우 오존처리에 따라 엽록소 a 함량이 대조구에 비

해 55.2% 정도 감소되었고, 엽록소 b 함량도 대조구에 비해 

19.4%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엽록소 비

(a/b) 역시 기린초의 오존처리구에서 약 34.8% 감소하였다. 
비비추의 경우 오존처리구에서 엽록소 a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 86.7% 정도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엽록소 b 함
량도 대조구에 비해 11.2% 정도로 감소되었다(Table 1). 비
비추에서의 엽록소 비(a/b) 역시 오존처리구에서는 83.2% 
감소(Hikosaka and Terashima, 1995)되었다. 총 엽록소 함

량(a + b) 역시 감소되어(Woo et al., 2004a), 각각 오존처리

구에서 기린초는 34.8% 감소, 비비추는 63.3%가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오존처리에 따른 식물의 엽록소 함량 변화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식물체의 엽록소는 광합성을 함에 있어 빛 에너지를 일차

적으로 수확하는 색소로서 그 함량은 식물의 광합성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Woo et al., 2004a). 식물은 대기오염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엽록소가 파괴되어 잎에 노란 반점

이 나타나는 황화나 하얗게 탈색이 되는 백화현상이 많이 

나타난다(Woo et al., 2004a). 특히, 엽록소 비(a/b)는 노화

와 스트레스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Kim et al., 2003), 스트

레스 환경에서 생장한 식물은 엽록소 a의 감소로 엽록소 a/b
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Hikosaka and Terashima, 1995; 
Kim et al., 2003), 이것 또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식물

의 엽록소 함량을 감소시킨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현상

(Pleijel et al., 2006; Woo et al., 2004a)이었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오존은 기공을 

통해 유입된 이후 다양한 종류의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기오염에 대한 식물피해의 척도로써 

엽록소 함량이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어 대기오염과 엽록

소 함량과의 관계 연구는 많은 수종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Knudson et al., 1977; Lee et al., 2005; Mikkelsen and 
Heide-Jørgensen, 1996). 

엽록소의 들뜬 상태가 공명전달이나 광화학반응에 의해 

소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자생태의 산소와 반응하여 단

일항 산소(singlet oxygen, O2)라고 알려진 들뜬 상태의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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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gen peroxide (H2O2) and superoxide radical (O2
-) 

accumulation were assayed by DAB (diaminobenzidine) and 
NBT (nitro blue tetrazolium) staining, respectively, in (A-D) 
Sedum kamtschaticum and (E-H) Hosta longipes exposed 
to ambient air (control) or 200 μg･kg-1 ozone for 28 or 7 days 
respectively. Arrows indicate spots of H2O2 and O2

-

accumulation.

를 형성하고 이것은 지질과 반응하여 상해를 입히는데 이때,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소의 들뜬 상태를 신속하게 소멸시켜 

광보호 작용을 수행한다(Lincoln and Eduardo, 2006). 식물

은 오존처리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의 

생성으로 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이 감소(Madhoolika et al., 
1982)된다. 이에 따라 카로티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1), 본 실험에서 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은 기린초의 오

존처리구가 약 37% 정도 감소되었으며, 비비추의 오존처리

구에서는 0.35% 정도 감소되었다(Table 1). 카로티노이드는 

막에 결합해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노화나 스트레스를 

추적할 수 있는 광합성 보조 색소이다(Kim and Lee, 2005).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들은 그 자체로 광계의 보조색소 

및 구조적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활성산소로부터 광합성 

기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Kim and Lee, 2005)
을 한다. 따라서 기린초 및 비비추의 카로티노이드의 함량

이 오존처리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활성산소종의 염색

활성산소의 NBT 염색: NBT를 이용하여 염색한 결과 기린초

와 비비추에서 오존처리에 의해 superoxide의 축적이 유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기린초는 엽맥을 

따라 검붉은 색으로 활성산소종이 염색되어 나타났고(Fig. 
3D), 비비추의 경우 진한 노란 빛의 O2

-
가 염색되어 엽맥을 

따라 나타났다(Fig. 3H). NBT 염색 후 활성산소종은 기린초

와 비비추에서 서로 다른 색으로 나타났고 활성산소(O2
-)의 

발생 부위는 기린초와 비비추 모두 엽맥을 따라 나타났다. 
이는 오존에 대한 식물의 반응은 내성과 해독능력에 따라 

종마다 매우 다르게 조절되기 때문(Lee et al., 2004)에 발생

부위와 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식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은 각종 환경스트레스를 받으

면, 생체 내 산소가 전자와 반응하면서 hydroxyl radical(·OH), 
superoxide anion(·O2

-), hydrogen peroxide(H2O2), singlet 
oxygen(1O2) 등 반응성 높은 독성의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으로 변한다(Allan and Fluhr, 1997). 오존은 

세포에서 다수의 생물학적 성분의 산화를 이끌 수 있는 높

은 반응성 분자로써 오존에 노출은 감수성 식물의 잎에 산

화적인 파열을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 스트레

스에 의한 활성산소(superoxide radical, O2
-)의 축적은 NBT 

염색으로 나타낼 수 있다(Wohlgemuth et al., 2002). 

과산화수소의 DAB 염색: 오존은 여러 가지 산화적 스트레스

로 인해 식물세포에서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superoxide와 

더불어 과산화수소(H2O2)와 하이드록시 라디칼(·OH) 등과 

같은 활성산소 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활성산소종 등

의 독성은 식물체내에 존재하는 항산화제 사이의 연결된 네

트워크로 적절하게 제거되며, 그렇지 않으면 식물체의 과민

성(hypersensitive) 반응이 개시되어 세포가 죽는 원인이 된

다(Kang, 2008).
APX(ascorbate peroxidase)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광계2의 경우 과산화수소(H2O2)의 축적에 의해 심각한 손상

을 받을 수 있다(Kim and Lee, 2005). 오존에 처리된 잎에서 

과산화수소(H2O2)가 축적이 되면 세포 죽음과 가시적인 피

해를 초래하고(Langebartels et al., 2002; Schraudner et al., 
1998), 이와 같은 잎의 가시적 피해는 엽맥 주위에서 우선적

으로 발생된다(Scharaudner et al., 1998)고 보고되었다. 
DAB를 이용한 과산화수소(H2O2)의 염색 결과, 기린초에

서는 H2O2의 염색이 가시피해 부위인 잎 표면에 흑갈색으

로 나타났다(Shi et al., 2007)(Fig. 3B). 비비추의 경우 잎 

표면뿐 아니라 엽맥 주위에도 붉은 반점의 형태로 H2O2가 

염색되어 나타났다(Yaeno et al., 2004)(Fig. 3F). 과산화수

소(H2O2)의 축적은 DAB 염색(Fig. 3)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잎의 DAB 염색을 통해 책상조직에서 과산화수소의 축적을 

확인할 수 있다(Wohlgemuth et al., 2002). 과산화수소의 

DAB 염색 후 결과 역시 NBT 염색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린

초와 비비추에서 서로 다른 색으로 나타나 식물종마다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Lee et al., 2004). 하지만 잎에 DAB
가 염색된 부분은 기린초와 비비추 모두 가시피해 부위인 

잎 표면에서 나타나 Scharaudner et al.(1998)의 연구와도 일

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NBT로 염색된 부분인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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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과는 차이를 보여 식물체 부위별로 축적되는 활성산소종

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식물체 내에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H2O2)와 superoxide 

radical(O2
-) 등 활성산소종의 축적은 잎의 세포 파괴를 유도

하고(Byvoet et al., 1995), 지질과산화, 세포막 분해, 단백질 

분해, DNA 활성 억제, 광합성 억제, 엽록체 파괴, 노화촉진 

등 생체 내에서 생리적 장해를 주며 심할 경우 세포사멸을 

초래한다(Inzé and Montagu, 1995). 기린초와 비비추도 오

존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면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가속화되

고 축적의 범위가 증가하여 생리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린초와 비비추를 이용하여 오존에 

대한 식물의 피해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존을 처리한 실

험구의 수분이용효율 변화와 엽록소 및 카로티노이드 함량의 

감소가 나타났고, 식물 스트레스 인자로 오존이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더불어 기린초와 비비추에서 스트레스로 생성된 

활성산소종(H2O2, O2
-)의 염색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발생한 

활성산소를 식물체가 소거하려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오존은 기린초와 비비추에 있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식물 생육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이며, 
대기 중 오존이 높은 농도인 환경에서 비비추보다는 기린초

가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보여 오염원이 많은 도심 환경에 

이용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비비

추는 오존에 민감하게 반응한 초종으로서 오존에 장기간 노

출 시 기린초에 비하여 급격한 생육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존에 반응이 빠른 초종인 비비추의 생육 

변화를 관찰한다면 대기오염원 중 오존에 대한 지표식물로

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오존에 대한 다년생 지피식물의 내성과 피

해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심 녹화 수종으

로 많이 이용되는 지피식물인 기린초(Sedum kamtschaticum)
와 비비추(Hosta longipes)를 대상으로 환경조절형 자연광 

노출상에서 200μg･kg-1
의 오존을 하루 8시간씩(오전 8시-오

후 4시) 처리하였다. 초종간 피해 정도는 생리활성 분석[수
분이용효율(water use efficiency), 엽록소(chlorophyll) 및 카

로티노이드(carotenoid) 함량]과 활성산소종 발생분석을 통

해 조사하였다. 오존처리는 기린초와 비비추 모두에서 낮 동

안의 수분이용효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엽록소 함량과 카로티노이드 함량 역시 두 수종 모두 오

존처리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hydrogen peroxide(H2O2)와 

superoxide radical(O2
-)과 같은 활성산소종의 축적이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기린초가 비비추에 비해 

대기 중 오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오존에 

대한 반응이 빠른 초종인 비비추의 경우 대기 중 오존 농도 

증가에 대한 지표식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 주요어: 과산화수소(H2O2), 활성산소(O2
-), 수분이용효

율(W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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