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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희귀기생식물인 꼬리겨우살이(Loranthus tanakae)의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꼬리

겨우살이와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를 대상으로 계절에 따라 자생지에서 어떠한 생리특성을 나타내고,

기주목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광합성 속도, 증산 속도, 수분이용효율, 엽록소 형광반응 및 엽록소 함량을 조

사함으로써 살펴보았다. 꼬리겨우살이의 최대 광합성 속도는 6월 중순 광량 941 µmol·m−2·s−1일 때 9.36 µmol·m−2·s−1,

최대 증산 속도는 7월 하순 광량 1,596 µmol·m−2·s−1일 때 5.06 µmol·m−2·s−1로 나타났다. 겨우살이의 최대 광합성 속

도는 9월 중순 광량 418 µmol·m−2·s−1일 때 6.51 µmol·m−2·s−1, 최대 증산 속도는 9월 초 광량 1,735 µmol·m−2·s−1 일 때

3.91 µmol·m−2·s−1로 나타났다. 겨우살이는 기주목과 꼬리겨우살이 모두 낙엽이 떨어진 11월에도 광합성이 가능하였다.

특이하게 꼬리겨우살이의 증산 속도가 기주목보다 항상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최대 엽록소 함량(엽록소 a+b)은 꼬

리겨우살이가 7월 하순 8.23 mg·g−1, 겨우살이는 6월 중순 10.27 mg·g−1로 나타났으며, 엽록소 a/b 비율은 계절에 따

라 꼬리겨우살이 1.7~3.7, 겨우살이 1.1~4.5로 큰 차이를 보였다. 

Abstract: We investigated seasonal variation in photosynthetic characteristics and chlorophyll content of the

Loranthus tanakae, Viscum album var. coloratum and its hosts in Korea. The maximum photosynthesis and

transpiration rate of L. tanakae were 9.36 µmol·m−2·s−1 at 941 µmol·m−2·s−1 PAR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in June, 5.06 µmol·m−2·s−1 at 1,596 µmol·m−2·s−1 PAR in July, respectively. The maximum photosynthesis

and transpiration rate of V. album var. coloratum were 6.51 µmol·m−2·s−1 at 418 µmol·m−2·s−1 PAR in Autumn,

3.91 µmol·m−2·s−1 at 1,735 µmol·m−2·s−1 PAR in Autumn, respectively. V. album var. coloratum was able to

conduct photosynthesis in November whereas its host and L. tanakae were not able to conduct photosynthesis.

Especially transpiration rate of L. tanakae were always higher than its host and V. album var. coloratum. The

chlorophyll a+b contents of L. tanakae was 8.23 mg·g−1 in July, V. album var. coloratum was 10.27 mg·g−1 in June,

and chlorophyll a/b ratio of L. tanakae was 1.7~3.7, V. album var. coloratum was 1.1~4.5, depend on season.

Key words: Loranthus tanakae, Viscum album var. coloratum, physiological response, photosynthesis, chlorophyll con-

tents

서 론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식물체의 에너

지원으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생리대사로 식물의 생육

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Wei et al., 2008). 따라서 식

물의 생리특성(광합성 속도, 증산 속도, 수분이용효율 등)

을 구명하는 연구는 해당 식물의 분포와 생존의 기초 자

료(Macarthur and Connell, 1967)가 되며, 특히 희귀식물

의 보전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Qi et al.,

201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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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물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 중 목본류 기주목 줄

기에 기생하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을 겨우살이류(mistletoe)

라 한다(Norton and Carpenter, 1998). 국내 중부지방에 자

생하는 겨우살이류는 꼬리겨우살이과(Loranthaceae) 꼬리

겨우살이속에 속하는 꼬리겨우살이(Loranthus tanakae)와

단향과(Santalaceae) 겨우살이속에 속하는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가 있다(Lee, 1980). 꼬리겨우살이는

위기종 등급(EN, Endangered Species)으로 지정(KNA,

2012)되어 있으나, 자생지 분획화와 기후변화로 멸절에 대

한 위협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자생지와 기주목

이 겨우살이와 중첩되어 서로 경쟁 상태에 있어 결국 도

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3). 국내 겨우살이

류에 대한 생리특성 연구로는 계절에 따른 겨우살이의 광

합성과 호흡(Han et al., 1988), 엽의 수분특성을 보고(Lee

et al., 2012)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주로 겨우살이의 생

리특성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희귀식물인 꼬리겨우살

이와 기주목의 생리특성을 구명하고 비교한 연구는 아직

까지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희귀기생식물인 꼬리겨우살이의 보

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꼬리겨우살이와 겨

우살이를 대상으로 계절에 따라 자생지에서 어떠한 생리

특성을 나타내고, 기주목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광

합성 속도, 증산 속도, 수분이용효율, 엽록소 형광반응 및

엽록소 함량을 조사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현황

계절에 따른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 광합성 특성 및

엽록소 함량은 강원도의 홍천군 태기산(Taegisan, TA), 춘

천시 가리산(Garisan, GA) 및 정선군 숙암리(Sukamri,

SA)에서 측정하였으며, 주로 태기산의 한 지점에서 측정

하였다(Figure 1; Table 1). 

2.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 잎의 형태 특성 조사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형태 특성 비교를 위해 2012

년 7월 중순 강원도 홍천 태기산 일대에서 5개체씩 선발

하였다. 선발 된 개체 중 각각 4개씩 각 종마다 총 20개의

잎을 채취하여 평균 길이, 너비, 면적, 두께를 구하였고,

20개의 총 무게를 측정하였다.

3. 계절에 따른 기주목,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생리

특성 측정

기주목, 꼬리겨우살이 및 겨우살이의 생리 특성 조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측정하여 계절 변화에 따른

생리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광합성 속도(photosynthetic rate,

µmol·CO
2 

m−2·s−1), 증산 속도(transpiration rate, mmol·H
2
O

m−2·s−1), 수분이용효율(water use efficiency, WUE)=광합성 속

도(µmol·CO
2 
m−2·s−1)/증산 속도(mmol·H

2
O m−2·s−1), 엽록소

형광반응 등을 자생지에서 직접 측정하였다. 지표에서 8-

10 m 사이의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에 기생하는 꼬

리겨우살이, 겨우살이 및 신갈나무의 잎이 달린 가지를 고

지절단기구(낫과 낚싯대를 이용하여 제작)를 이용하여

15~20 cm 이상의 길이로 자른 후 물을 담은 지퍼백에 잘

라진 부분이 충분히 잠기게 하여 5분 내로 측정을 완료하

였다. 특히 생리 활동이 가장 활발한 7월에는 꼬리겨우살

Table 1. Topographical information of the investigated sites and host tre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Sites Latitude Longitude Altitude(m) Direction  Host tree DBH(cm)

Garisan (GR) 37° 54' 21" 127° 58' 39" 615 N  Quercus mongolica 32.5±6.1z

Sukamri (SA) 37° 30' 37" 128° 37' 41" 910 S  Quercus mongolica 30.6±4.5

Taegisan (TG) 37° 38' 46" 128° 14' 49" 740 S  Quercus mongolica, Betula davurica 33.4±5.1

z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5).

Figure 1. Investigated sites of this study in Gangwon Provi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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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겨우살이가 기생하는 신갈나무의 가지 바로 윗부분

의 생리 특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

해, 동일 지역 내에서 각 종당 비슷한 위치에 있는 5 개체

씩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생리 특성 측정은 광합성 속도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Johnson and Choinski, 1993)로 알려진 오전 8시부터 11

시까지 휴대용 광합성 측정 장치(LCi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 ADC,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측정 당시 자생지의 자연 온도와 광량상태(겨우살이가 기

생한 부위 바로 아래)에서 측정하였으며, 4 m 높이의 공

기 유입안테나를 사용하여 대기로부터 CO
2
를 직접 공급

받았으며, 공급받은 CO
2 
농도가 대기 중의 CO

2
 농도와 비

슷해지면, 챔버로 잎을 물린 다음 CO
2
 농도의 변화가 안

정될 때 측정하였다. 광합성 측정은 2개 이상의 잎이 달린

2~3개체를 선정한 후 5개의 잎을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엽록소형광반응측정기(OSI 30P, ADC, UK)를 이용하여

기주목, 꼬리겨우살이 및 겨우살이 잎에서의 광화학반응

효율(Fv/Fm)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전 빛을 차단할 수 있

는 클립을 잎에 물려 20분간 암적응 시킨 후 종 당 2~3개

체씩 선정하여 5개의 잎을 측정하였다.

4. 계절에 따른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엽록소함량

측정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엽록소 함량은 2012년 1월

부터 10월까지 측정하였다. 엽록소 함량은 꼬리겨우살이

와 겨우살이 잎을 현지에서 채집하여 100 mg을 정량한 후

바이알 병(vial bottle, 20 ml)에 넣고, 10 ml 80% acetone

용액에 침지시켜 암소상태의 가방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가져와 7일 동안 4oC에 암소보관 하였다. 그 후 자외선-가

시광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663.6 nm, 646.6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다음의 공식(Porra, 2002)을

이용하여 엽록소 함량을 산정하였다. 엽록소 함량은 각 수

종 당 5개의 잎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Chl a]=12.25·Abs.663.6-2.55·Abs.646.6

[Chl b]=20.31·Abs.646.6-4.91·Abs.663.6

[Chl a+b]=17.76·Abs.646.6+7.34·Abs.663.6

5. 통계처리

본 실험에 수집된 데이터는 평균(means)±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로 산출하였으며, 집단 간 변이를 알아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고, 유의성이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로 2차 검증하였다. 또한 모든 통계처리는

SPSS(ver. 12.0 Ko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 잎의 형태 특성

꼬리겨우살이의 잎 특징은 주걱 같은 타원형이고, 겨우

살이는 피침형이다(Lee, 1980).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

잎의 형태 특성조사 결과 조사된 모든 항목(엽장, 엽폭, 엽

면적, 엽 두께 및 생중량)에서 고도의 유의성(P<0.001)을

나타내었다. 꼬리겨우살이 엽장과 엽폭은 3.7 cm와 1.5 cm

로 측정되었고, 겨우살이 엽폭과 엽장은 6.5 cm와 1.4 cm

로 나타났다. 엽 두께의 경우 꼬리겨우살이는 약 0.2 mm,

겨우살이가 1.3 mm로 측정되어 겨우살이가 꼬리겨우살

이보다 7.2배 더 두꺼웠다(Table 2). 겨우살이는 일본에 자

생하는 겨우살이의 엽 두께(0.6~1.75 mm)와 일치하였다

(Choe, 1972). 음지에 자생하는 먹넌출(Berchemia racemosa

var. magna)의 경우 엽 두께가 0.11~0.33 mm 이며, 평균

0.19 mm로 보고(Song et al., 2013) 된 바 있으며, 남부지

방 양지에 자생하는 먼나무(Ilex rotunda)는 0.21~0.25 mm

로 보고(Han et al., 2008)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꼬리겨

우살이는 국내 자생식물의 엽 두께와 유사하였지만 겨우

살이의 엽 두께는 국내 자생 식물과 꼬리겨우살이에 비해

약 7배 이상 두꺼웠다. 이는 상록수인 겨우살이가 겨울에

도 광합성을 하기 위해 엽 내 세포벽의 팽창과 엽육세포

내 빈 공간 등의 저온과 광에 대한 다양한 방어기작

(Oguchi et al., 2006)과 단위 면적당 엽록소 함량이 많기

때문에(Table 4; Choe, 1972) 엽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생

각된다.

2. 계절에 따른 기주목,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생리

특성

1) 계절에 따른 광합성 속도

계절에 따라 일정한 높이에 자생하는 기주목, 꼬리겨우

Table 2. Leaf characteristics of L. tanakae and V. album var. coloratum.

Species
Leaf length

(cm)***z
Leaf width

(cm)***
Leaf area
(cm2)***

Leaf thickness
(mm)***

Leaves weight(g)
(20 unit)

 L. tanakae 3.78±0.1y 1.57±0.1*** 3.01±0.4*** 0.18±0.1***  2.587

 V. album var. coloratum 6.85±0.7 1.45±0.1 5.17±1.4 1.31±0.1 22.746

z***Significant at P<0.001.
y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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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및 겨우살이의 생리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2011년 9월 측정 시 매우 약한 광량(55,

47, 179 µmol·m−2·s−1) 일 때(8~10시) 각각의 광합성 속도

는 꼬리겨우살이 7.25 µmol·m−2·s−1, 겨우살이 0.97 µmol·m−2·

s−1, 기주목(신갈나무) 3.9 µmol·m−2·s−1로 나타났다. 동일한

날 오후 2시 강원도 정선군 숙암리에서 약한 광량(404,

380, 370 µmol·m−2·s−1) 일 때 각각의 광합성 속도는 꼬리

겨우살이 7.92 µmol·m−2·s−1, 겨우살이 4.02 µmol·m−2·s−1,

기주목(신갈나무) 7.3 µmol·m−2·s−1로 나타났다. 또한 9월 구

름 없는 맑은 날의 광량(1,530, 1,735, 1,673 µmol·m−2·s−1) 일

때(11시) 각각의 광합성 속도는 꼬리겨우살이 7.99 µmol·

m−2·s−1, 겨우살이 5.34 µmol·m−2·s−1, 기주목(신갈나무)이

12.2 µmol·m−2·s−1로 나타나 Phoradendron villosum(Loran-

thacea)의 광합성 속도(8.4 µmol·m−2·s−1)와 그 기주목

(Quercus lobata)의 최대 광합성 속도(16.7 µmol·m−2·s−1)와

비슷한 경향(Hollinger, 1983)을 나타내었으며, Chung(2002)

에 의해 밝혀진 신갈나무의 최대 광합성 속도(12 µmol·m−2·

s−1)와 비슷하였다. 또한 약한 광량(413, 315 µmol·m−2·s−1)

일 때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와 물박달나무에 기생

하는 꼬리겨우살이의 광합성 속도는 각각 3.23 µmol·m−2·s−1

와 6.25 µmol·m−2·s−1로 나타났다. 2011년 9월의 매우 약한

광량 55 µmol·m−2·s−1(약 2,500 lux)에서 꼬리겨우살이의 광

합성 속도(7.25 µmol·m−2·s−1)가 2011년 9월의 전광 1,530

µmol·m−2·s−1에서 광합성 속도(7.99 µmol·m−2·s−1)와 비슷한

Table 3. Several physiological parameters of L. tanakae, V. album var. coloratum and its host.

Season
Date

(dd-mm-yy)
Sitesz Host Species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incident on leaf
(µmol·m−2·s−1)

Photosynthetic 
rate 

(µmol·m−2·s−1)

Transpiration 
rate 

(mmol·m−2·s−1)

Water use 
efficiency

(µmol·m−2·s−1)
FV/FM

Leaf 
temperature

(oC)

Autumn

02-Sep-11 TG Q. mongolica L. tanakae     055.4±15.5y.  7.25±0.65/ 1.54±0.11 4.71±0.32 0.82±0.01 18.2±1.2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47.0±11.30  0.97±0.25/ 1.44±0.05 0.68±0.20 0.81±0.01 19.7±1.1

Q. mongolica 179.7±31.30  3.90±0.32/ 1.17±0.04 3.34±0.31 0.81±0.02 19.3±1.5

SA Q. mongolica L. tanakae 404.7±101.2  7.92±1.32/ 2.19±0.15 3.61±0.52 -x 21.2±0.8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380.8±130.5  4.02±0.51/ 1.42±0.12 2.85±0.39 - 20.1±0.9

Q. mongolica 370.6±111.8  7.30±0.71/ 1.42±0.98 4.12±1.18 - 20.9±0.8

03-Sep-11 TG B. davurica L. tanakae 413.2±59.10  6.25±0.48/ 2.40±0.32 2.65±0.48 0.81±0.01 19.6±0.5

B. davurica 315.5±31.10  3.23±1.12/ 1.01±0.23 3.11±0.55 0.82±0.01 19.1±0.3

TG Q. mongolica L. tanakae 1530.6±185.5  7.99±1.85/ 7.28±1.96 0.99±0.51 0.74±0.03 19.4±0.3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735.9±1371.  5.34±0.85/ 3.91±1.01 1.47±0.48 0.78±0.03 19.1±0.1

Q. mongolica 1673.3±143.3 12.20±1.15/ 6.26±0.34 1.96±0.18 0.78±0.03 19.9±0.2

Winter

31-Oct-11 TG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643.3±35.20  0.14±0.15/ - - 0.40±0.11 9.3±0.2

01-Nov-11 TG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749.6±21.10  5.23±0.70. 1.58±0.86 4.77±1.55 0.65±0.12 10.1±0.2

16-Dec-11 TG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536.2±91.50 - 0.02±0.01 - 0.18±0.04 3.1±0.3

10-Jan-12 GR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618.8±29.40  0.16±0.48/ 0.02±0.01 2.50±9.87 0.17±0.02 2.4±0.1

15-Feb-12 TG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686.1±55.40 - - - 0.18±0.03 4.5±0.5

Spring

15-Mar-12 TG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508.6±54.4. - 0.14±0.06 - 0.21±0.02 8.1±0.2

12-Apr-12 TG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086.7±21.2 0 4.61±0.850. 1.16±0.35 3.18±0.91 0.41±0.12 7.3±0.6

18-May-12 TG Q. mongolica L. tanakae 1501.1±132.9 .04.41±0.460. 2.71±0.48 1.44±0.14 0.66±0.03 11.8±0.9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642.8±120.9 .3.54±0.39. 1.93±0.54 1.24±0.29 0.65±0.07 12.1±0.8

Summer

14-Jun-12 TG Q. mongolica L. tanakae 0941.7±72.4 9.36±0.81 3.78±0.67 2.53±0.42 0.81±0.01 15.8±0.6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0910.6±46.1 5.25±0.21 2.21±0.11 2.38±0.13 0.81±0.05 15.7±0.6

26-Jun-12 TG Q. mongolica L. tanakae 0347.3±18.3 7.30±0.77 2.48±0.16 4.33±1.20 0.83±0.06 14.1±1.0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0434.2±15.8 5.84±0.59 1.53±0.07 4.43±0.41 0.81±0.02 12.6±1.3

Q. mongolica 0324.2±24.4 5.99±1.31 0.91±0.16 6.21±0.36 0.82±0.07 14.3±1.2

24-Jul-12 TG Q. mongolica L. tanakae 1596.3±197.5 8.52±0.48 5.06±0.63 2.09±0.82 0.82±0.02 23.1±1.5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607.3±161.4 3.96±0.24 1.81±0.28 2.25±0.51 0.81±0.03 24.1±1.2

Q. mongolica 1682.5±231.7 - 0.29±0.21 - 0.80±0.01 22.9±1.3

14-Aug-12 TG Q. mongolica L. tanakae 1366.3±39.1 5.85±0.89 4.78±0.99 1.28±0.39 0.79±0.01 25.9±1.5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1328.5±25.9 5.78±0.45 3.34±0.67 1.81±0.51 0.79±0.02 25.9±1.8

Q. mongolica 1310.1±23.6 4.67±0.32 2.12±0.29 2.24±0.14 0.80±0.01 25.2±1.3

Autumn

15-Sep-12 TG Q. mongolica L. tanakae 0417.5±31.4 7.94±1.11 1.96±0.16 4.05±0.52 0.82±0.01 14.1±0.3

Q. mongolica V. album var. coloratum 0418.7±29.5 6.51±0.85 1.11±0.07 5.85±0.61 0.82±0.02 14.3±0.2

Q. mongolica 0408.1±25.5 9.71±0.76 1.49±0.11 6.54±0.97 0.84±0.01 14.1±0.3

zTG : Taegisan, GR : Garisan, SA : Sukamri
y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10).
x
− : Dat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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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낸 것을 통해 꼬리겨우살이의 광포화점이 일반

식물과는 다르게 매우 낮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꼬리겨

우살이 기주목인 신갈나무의 광포화점은 1,000~1,200

µmol·m−2·s−1의 범위로 보고(Sim and Han, 2003)된 바 있

으며, 겨우살이는 17,000~26,000 lux(400~600 µmol·m−2·

s−1)의 범위인 것으로 알려져(Choe, 1972) 있다. 또한 국내

자생 참나무속(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의

광보상점은 1,100~4,200 lux(약 30~90 µmol·m−2·s−1)의 범위

인 것으로 보고(Choe et al., 1992)된 바 있으며, 겨우살이의

광보상점은 5월 15,000 lux(약 200 µmol·m−2·s−1 이상), 8월

5,000 lux(약 100 µmol·m−2·s−1 이하)로 보고(Han et al.,

1988)된 바 있다. 고사리류와 선태류 등과 같이 음지 환경

에 적응한 식물은 광이 있을 때, 기공을 빨리 열어 CO
2
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다른 식물에 비해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으며, 단위 엽 면적당 집약적인

엽록소를 함유함으로써 양지식물 보다 잎의 색이 진한 녹

색을 띈다(Glime, 2007; Chung, 2002). 꼬리겨우살이 잎은

다른 식물에 비해 짙은 녹색이며(Lee, 1980), 꼬리겨우살

이의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은 것으로 유추되고, 이러

한 현상은 꼬리겨우살이가 줄기에 기생하는 기생식물의

특성상 기주목 잎에 가리게 되는 음지환경에 적응(Strong

et al., 2000)하기 위한 생리형태학적 반응의 일환이라 생

각된다.

10월 초부터 기주목인 신갈나무는 엽색이 변하면서 낙

엽 들기 시작하였으며, 꼬리겨우살이는 엽색의 변화 없이

그대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0월 중순에는 기주목과 꼬리

겨우살이의 잎이 다 떨어져 생리 특성 측정 자체가 불가

능하였다. 하지만 겨우살이는 지속적으로 생리 특성 측정

이 가능하였고, 개체에 따라 11월 초까지 광합성이 활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자생지

에서의 광합성 속도는 0에 가까웠다. 봄철인 4월부터 겨

우살이는 활발한 광합성 속도를 보였으며, 꼬리겨우살이

는 개엽(開葉)이 시작되어 5월부터 광합성 측정이 가능하

였다. 따라서 잎의 광합성 능력은 겨우살이가 꼬리겨우살

이보다 기간적으로 긴 것을 확인하였다. 5월의 구름 없는

맑은 날의 광량(1,501, 1,642 µmol·m−2·s−1) 일 때 꼬리겨우

살이와 겨우살이 각각의 광합성 속도는 4.41 µmol·m−2·s−1,

3.54 µmol·m−2·s−1로 나타났으며, 6월부터 꼬리겨우살이가

광합성을 활발히 시작하여 중간 광량(941, 910 µmol·m−2·s−1)

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광합성 속도 중 최대 속도(9.36

µmol·m−2·s−1, 겨우살이 5.84 µmol·m−2·s−1)를 나타냈다. 이

는 유럽꼬리겨우살이(L. europaeus, 12 µmol·m−2·s−1; V.

laxum, 7 µmol·m−2·s−1)의 최대 광합성 속도와 비슷한 경향

이었다(Schulze et al., 1984). 같은 6월 약한 광량(347,

434 µmol·m−2·s−1)일 때에도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는

높은 광합성 속도(7.30, 5.84 µmol·m−2·s−1)를 유지하고 있

었다. 여름인 7월에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가 기생하고

있는 기주목의 줄기 윗부분의 광합성 속도를 측정한 결과,

0에 가까웠다. 8월 1,300 µmol·m−2·s−1 이상의 높은 광량 일

때 꼬리겨우살이와 기주목은 기존에 측정된 최대 광합성

속도 보다 낮은 광합성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여름철 고

온(25oC 이상, Table 3)에 의한 일시적인 생리 반응

(Haldimann et al., 2008)으로 판단되며, 식물이 스트레스에

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Fv/Fm 값도 0.8 이하의 값

을 나타냈다(Table 3). 하지만 겨우살이는 최고 광합성 속도

대비 높은 광합성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꼬리

겨우살이와 기주목은 9월에 높은 광합성 속도를 회복하였

다. 겨우살이는 측정된 광합성 속도 중 9월 약광(418

µmol·m−2·s−1)에서 가장 높은 광합성 속도(6.51 µmol·m−2·s−1)

를 나타냈다. 이처럼 계절과 기주목, 꼬리겨우살이 및 겨

우살이에 따라 광합성 속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계절(2,

5, 8, 11월)에 따라 일본(Hongo campus university of

Tokyo)에 자생하는 느티나무(Zelkova serrata)에 기생하는

겨우살이의 광합성 속도가 각각 4.1, 5.3, 5.4, 5.4

µmol·m−2·s−1의 값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Choe, 1972), 본

연구결과 0, 3.5, 5.7, 5.2 µmol·m−2·s−1와 2월과 5월에 많

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일본의 겨울이 보다 온난(1월 평

균 온도 3.7oC)하며, 실험에 적용된 온도가 10oC였기 때문

에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꼬리겨우살이 광합성 속도가 겨우살이 광합성 속도보

다 항상 높은 값을 유지하였는데 겨우살이는 줄기부분이

잎 부분 보다 광합성이 더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Vicas et al., 2009) 추후 두 종간의 전체적인 광합성 총량

을 비교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계절에 따른 증산 속도 및 수분이용효율

겨우살이의 증산 속도는 기주목의 증산 속도보다 높거

나 낮았으나 꼬리겨우살이의 증산 속도는 기주목의 증산

속도보다 항상 높게 측정되었다. 무엇보다 2011년 9월 약

한 광량(55, 179 µmol·m−2·s−1)에서 측정된 꼬리겨우살이와

기주목의 증산 속도는 각각 1.54 mmol·m−2·s−1과 1.17

mmol·m−2·s−1이었으나, 강광(1,530, 1,673 µmol·m−2·s−1) 일

때, 꼬리겨우살이와 기주목이 각각 7.28 mmol·m−2·s−1과

6.26 mmol·m−2·s−1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유럽꼬리겨우살

이(L. europaeus)의 증산 속도는 기주목의 증산 속도보다

항상 높았다는 보고(Glatzel, 1983)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꼬리겨우살이가 기생하는 부분의 윗부분은 증산

속도가 낮아 겨우살이가 기생하는 가지 끝 부분은 수분과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가지고사 현상(Glatzel and

Geils, 2009)과 7월에 측정된 꼬리겨우살이가 기생하는 기

주목의 줄기 윗부분의 광합성이 0에 가까운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특히 C3 식물 중 겨우살이의 광합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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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지만(Stewart and Press, 1990), 증

산 속도는 기주목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Glatzel,

1983; Hollinger, 1983)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 원인은 겨

우살이 잎의 증산 속도가 높으면, 겨우살이 잎은 기주목

보다 낮은 음의 수분포텐셜로 인해 수분이동이 원활해지

며, 이는 기주목으로부터 겨우살이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

과 양분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

(Schulze and Ehleringer, 1984)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겨우살이가 기생하는 기주목은 극심한 건조스트

레스를 받게 된다(Escher et al., 2008). 그래서 증산 속도

가 높은 겨우살이류 식물은 건조스트레스에 비교적 내성

이 있는 수령이 오래되고 큰 나무에 자생한다고 보고

(Ullmann et al., 1985)된 바 있으며, 이미 국내 연구에서도

꼬리겨우살이는 수령이 오래되고 큰 나무에 주로 기생하

는 것으로 밝혀(Lee and Kang, 2011)진 바 있다. 또한 기

주목의 잎이 겨우살이를 가리게 되는 음지환경의 낮은 광

량에서 겨우살이의 광합성 속도가 높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기주목보다 높은 증산작용으로 주변 온도를 낮춰

줌으로써 겨우살이에게 광합성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조

성한다(Hollinger, 1983). 

꼬리겨우살이의 수분이용효율은 0.99~4.71 µmol·m−2·s−1,

겨우살이는 0.68~5.85 µmol·m−2·s−1, 기주목인 신갈나무(Q.

mongolica)는 1.96~6.54 µmol·m−2·s−1로 꼬리겨우살이 및

겨우살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분이용효율은 광합성 동

화산물에 대한 수분손실률로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광합성 속도는 광포화점 도달 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반면 증산 속도는 기주목의 증산 속도보다 높아야하기 때

문에 수분이용효율이 감소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피음처리시 광합성 속도는 일정

한 반면, 증산 속도 증대로 이어져 수분이용효율이 감소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Lee et al., 2010). 이와는 반대

로 구상나무(Abies koreana) 쇠약개체의 경우 광합성 속도

는 건전개체와 비슷하지만 증산 속도가 낮아져 결국 수분

이용효율이 높아진다고 보고(Lim et al., 2006)하였다. 이

처럼 식물체가 처한 환경이나 생육특성에 따라 광합성 속

도 보다는 증산 속도가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꼬리겨우살이는 기주목보다 증산 속도가 항상 높은 특이

한 생리특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꼬리겨우살이는 기주목이 잎을 가려

만들어지는 음지환경 특성과 기주목이 처한 환경요인에 따

라 보다 낮은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높은 증산 속도와 낮은

수분이용효율 등과 같은 생리특성(Luttge et al., 1998;

Escher et al., 2004)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절에 따른 엽록소형광반응

엽록소형광반응의 지표인 광화학반응 효율(Fv/Fm)은 1,

2월 겨우살이가 0.17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가 3월부터 서

서히 회복하였다(Table 3). 꼬리겨우살이는 잎의 개엽이

시작되는 5월 중순 겨우살이와 같이 0.6의 값을 보였다가

6월부터 9월 초까지 건강한 고등식물의 값(Joeng, 2002)을

나타내는 0.8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고 온도가 가장 높

았던 8월 0.79로 낮아졌다 9월 0.82 이상으로 높아졌다. 겨

우살이의 Fv/Fm은 10월 이후 급감하여 0.6이하로 떨어졌

고, 12월에는 0.17로 낮아졌는데 이는 광계II(photosystem

II: PS II)가 손상을 입었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물

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누적(Oh and Koh, 2004)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광합성의 시작은 잎의 엽록체에 위

치한 엽록소가 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들뜬 에너지를

변환하고, 형광반응을 보이면서 광합성이 진행된다.

Fo(Minimum Fluorescence)는 들뜬 에너지가 광계 II 반응

중심으로 이동하기 전 광계 II 안테나의 융기된 엽록소 분

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형광 반응 중 최소 형광을 의미하

며 Fm(Maximum Fluorescence)은 광량을 완전히 환원시킬

수 있는 포화광을 조사했을 때 유도되는 최대 형광을 의

미한다(U et al., 1994). 여기에서 형광의 비 Fv(Variable

Fluorescence)/Fm(=(Fm-Fo)/Fm)를 엽록소 형광반응을 통

한 광화학반응 효율이라 하여 주로 식물이 처한 스트레스

의 지표로 사용된다.

4월과 11월 잎이 없는 꼬리겨우살이와 기주목(신갈나무)

과는 달리 상록성인 겨우살이의 Fv/Fm 값은 각각 0.41 및

0.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겨우살이(V. album)

또한 모든 계절 엽에서 탄소 동화작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Seledzhanu and Galan-Fabian, 1961)된 것과 일치하

였다. 일본에 자생하는 겨우살이(V. album var. coloratum)

역시 겨울(10oC)에도 높은 광합성 속도를 보였고, 광합성

을 위한 최저 온도를 -5oC로 제시한 바 있다(Choe, 1972).

본 연구에서 겨울철 겨우살이 광합성 속도는 0에 가까웠

으며, 이는 국내 겨우살이 자생지 평균 온도가 -5oC 이하

(홍천 기상관측소 평균)였으며, 12, 1, 2월의 잎 외부 온도

측정 시 각각 3, 2, 4oC로 측정되어, 추운 온도에 적응하여

광합성을 하지 않는 휴면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절에 따른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엽록소 함량

계절 변화에 따른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 엽록소 함

량은 Table 4와 같이 꼬리겨우살이는 엽록소 a, b함량에

있어서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엽록소 a 값은 7월

까지는 상승하였다가 8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10월에

최저값을 나타내었다. 엽록소 b 값은 3월에 최고값을 나

타내었다가 계절이 지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꼬리겨우살이의 엽록소 a+b 함량은 엽록소 a 값과 유사한

경향으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인 7월에 큰 폭

(8.23 mg·g−1)으로 상승하였다가 8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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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목의 생육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7

월에 광합성 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엽록소 함량 또한 가

장 높았다는 결과(Weng et al., 2005)와 일치하였다. 겨우

살이의 엽록소 a 함량은 3월에 최저값을 나타내었다가 점

차 상승하여 6월과 7월에 최고값을 나타내었고, 엽록소 b

함량은 1월과 2월에 최고값을 나타내었으나 3월에 최저

값을 나타내었다. 엽록소 a+b 함량은 엽록소 a 함량과 유

사한 경향으로 3월에 가장 낮았으며, 6월과 7월에 가장 높

았다. 특히 꼬리겨우살이 엽록소 함량이 높은 6월과 7월

에 최대 광합성 속도를 보인 것과 겨우살이 엽록소 함량

이 높은 6월과 9월에 최대 광합성 속도를 보인 것은 엽록

소 함량은 광합성 능력과 비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Kim et al., 2008). 엽록소 a+b함량은 겨우살이가 꼬리겨

우살이 보다 높았는데 이는 일본에 자생하는 겨우살이 또

한 다른 식물에 비해 엽록소 a+b 함량이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Choe, 1972). 겨우살이의 엽록소 함량이 꼬리

겨우살이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합성 속도가 꼬리

겨우살이보다 낮고 광보상점이 높은 이유는 광합성 효율

이 꼬리겨우살이보다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광합성 효율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겨우살이는 겨울에

도 광합성이 가능하여 겨울철 기주목의 잎이 다 떨어져

양지 상태의 광량 적응 및 저온 등의 극심한 환경 스트레

스에 처하게 된다(Gilmore and Ball, 2000). 그래서 겨우살

이 잎은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방어체계(잎의 두꺼움,

엽육세포내 빈 공간, 세포벽 강화)를 지니게 되고 이러한

방어체계가 오히려 광합성 효율을 감소시키는 것(Choe,

1972; Oguchi et al., 2006)으로 생각된다. 특히 엽록소 함

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광합성 산물을 기주목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으로

추측(Choi et al., 2009)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겨우살이의

방어체계와 광합성 효율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Vicas et al.(2010)은 유럽겨우살이(V. album)의 기주목에

따른 엽록소 함량 중 엽록소 a는 6.9~14.8 mg·g−1, 엽록소

b는 2.1~5.4 mg·g−1, 엽록소 a+b는 9.1~20.2 mg·g−1, 엽록

소 a/b는 2.5~3.2의 값을 나타내어 본 실험 결과인 겨우살

이 엽록소 a 2.2~8.1 mg·g−1, 엽록소 b 1.3~3.6 mg·g−1, 엽

록소 a+b 3.5~10.3 mg·g−1, 엽록소 a/b 1.1~4.6, 꼬리겨우

살이 엽록소 a 0.9~6.3 mg·g−1, 엽록소 b 0.3~2.0 mg·g−1,

엽록소 a+b 1.3~8.2 mg·g−1, 엽록소 a/b 2.4~3.7과 큰 차

이를 보였으며, 이는 자생하는 지역과 종이 다른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엽록소 a/b 비율은 겨우살이가 1월

부터 5월 사이 1.1~1.7로 낮았으나, 광합성이 활발해지는

6월 이후 3.3~4.5로 나타났다. 꼬리겨우살이는 5월만 제외

하고는 거의 3에 가까운 엽록소 a/b 비율을 나타내었다.

고등식물에서 엽록소 a는 광합성에 작용하는 주요인자이

며, 엽록소 b는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icas et al., 2010). 또한 엽록소 a/b 비율은 환경 조건에

반응하거나 음지에 대한 적응성을 나타내는 지표(Brown

et al., 1991)이며, 엽록소 b는 엽록소 a보다 넓은 파장대의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음지에 적응한 식물이 양지에 적

Table 4. Seasonal change of chlorophyll contents in L. tanakae (L) and V. album var. coloratum (V) under different date.

Speciesz Date
Chlorophyll contents (mg·g−1)

Chlorophyll a/b***

a***y b*** a+b***

L

25-May 3.86±0.48xcyw 2.26±0.08a 06.13±0.56b 1.70±0.16c

14-Jun 5.08±0.29b 1.52±0.14c 06.61±0.43b 3.34±0.15a

26-Jul 6.25±1.06a 1.97±0.25b 08.23±1.31a 3.14±0.18a

14-Aug 3.49±0.29c 1.38±0.11c 04.88±0.39c 2.53±0.23b

15-Sep 1.39±0.05d 0.51±0.05d 01.91±0.09d 2.71±0.27b

16-Oct 0.96±0.14d 0.26±0.06d 01.22±0.19d 3.72±0.46a

V

10-Jan 4.07±0.45bcd 3.56±0.14a 07.63±0.61bc 1.14±0.08d

15-Feb 3.83±0.84bcd 3.37±0.24a 07.21±1.06c 1.13±0.18d

15-Mar 2.16±0.35cd 1.31±0.13d 03.48±0.47d 1.63±0.15cd

12-Apr 2.81±1.01cd 1.67±0.11d 04.47±1.06d 1.66±0.57cd

25-May 4.79±1.51bc 2.58±0.53b 07.38±1.21c 1.76±0.58c

14-Jun 8.11±0.84a 2.17±0.29bc 10.27±1.11a 3.76±0.26b

26-Jul 8.11±1.95a 1.78±0.34cd 09.89±2.23ab 4.55±0.64a

14-Aug 5.61±1.01b 1.59±0.23d 07.19±1.31c 3.52±0.22b

15-Sep 7.65±1.46a 2.31±0.51b 09.94±1.96ab 3.34±0.14b

16-Oct 6.74±0.57ab 2.15±0.76bc 08.89±1.31b 3.31±0.64b

zL : L. tanakae, V : V. album var. coloratum
y***Significant at the 0.1% level.
x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5).
w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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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 식물보다 많이 함유하게 되며, 결국 엽록소 a/b 비율

이 낮을수록 음수성을 나타내게 된다(Goncalves et al.,

2001). 일반적으로 엽록소 a와 b의 비율을 양지식물과 음

지식물의 지표로 사용하며, 양지식물은 3.0에 가까우며,

음지식물일수록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Boardmann, 1977;

Logan et al., 1996).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겨우살이

와 꼬리겨우살이는 음지환경에 적응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3.0에 가까운 높은 엽록소 비율을 나타내었다. Vicas et

al.(2010)은 2월에 측정된 유럽겨우살이(V. album)의 엽록

소 a/b 비율이 3~3.8 사이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1.1)

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종, 자생하는 지역 및 기주

목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희귀기생식물인 꼬리겨우살이의 보전을 위

한 생리 특성을 구명하기 위한 것으로 꼬리겨우살이와 겨

우살이뿐만 아니라 기주목인 신갈나무의 생리특성 또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꼬리겨우살이는 적은 광량 하에서 높

은 광합성 속도를 보여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다른 식물

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꼬리겨

우살이의 증산 속도는 기주목이나 겨우살이보다 항상 높

은 값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기생식물이 기주목으로부터

양분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결과는 꼬리겨우살이가 기생한 기주목 줄기 윗부분

이 고사하는 현상을 뒷받침하였다. 꼬리겨우살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겨우살이는 꼬리겨우살이보다 광합성 속도

가 항상 낮았으나 광합성 가능 기간이 2~3개월 더 길었고,

줄기 부분도 광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후

동일 기주목에서 전체적인 광합성량을 비교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인위적 광량변화

에 따른 꼬리겨우살이와 겨우살이의 생리특성이 기주목

위에서 진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광보상점 및 광포화점

을 구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꼬리

겨우살이의 보전을 위한 기초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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