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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로수는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녹지의 한 부분이고 대기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전한 생장을 하는 수종을 선정, 

식재,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존은 수목에 활성산소를 만들어 생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태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가로수종인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느티나무(Zelkova serrata),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그리고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묘목을 오존에 노출하여 실험하였다. 2년생 묘목을 Phytotron에서 100 nL·L-1 

(ppb)의 농도로 약 4주간 실험하였다. 묘목이 생장하는 동안 오존에 대한 생화학적 반응 및 대기오염내성지수(APTI)를 비

교하여 오존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였다. 아스코르브산 함량, 총 엽록소 함량, pH, 상대수분함량의 수치를 바탕으로 대기오

염내성지수를 계산했을 때 왕벚나무와 느티나무는 오존 처리구와 대조구간에 APTI의 변화가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고, 이팝나무는 오존처리구에서 증가했으며 소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서 감소했다. 본 실험을 통해, APTI를 산출하는 

요소에 대한 수종별 반응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종과 도시 내 대기 환경에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대기오

염물질인 오존에 따른 도시 내 수종 선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Abstract: Street trees are very important to urban environments as they can alleviate air pollution. However, when 
ozone is absorbed through the stomata, it can induce the formation of free radicals inside the tree, negatively affecting 
the vegetatio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Air Pollution Tolerance Index (APTI) of four major street tree species: 
Prunus yedoensis, Zelkova serrata, Chionanthus retusus, and Pinus densiflora. Two-year-old seedlings were placed in 
a phytotron and fumigated with 100 nL·L−1 (ppb) ozone for 4 weeks, following which the ascorbic acid contents, 
chlorophyll contents, leaf pHs, and relative water contents were measur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PTI of Prunus yedoensis and Zelkova serrata between the ozone and control treatments. By contrast, the ozone treatment 
caused the APTI of Chionanthus retusus to increase and that of Pinus densiflora to decrease compared with the respective 
contro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PTI of these tree species exhibit very different responses to ozone. Therefore, 
more detaile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a range of spe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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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인구증가와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도시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인간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는 도시를 넘어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은 가로수, 산림, 경관상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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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은 물론 인간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류에 영향을 받아 그 범위가 넓으며 예측이 힘들다. 대

기오염물질인 오존(O3)은 기온이 높을 때에 주로 만들어

지며 인체, 동, 식물 내에 활성산소를 만들어 생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Jeong et al., 2003; Izuta, 1998). 이에 따라 도시에서 발

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가로수나 녹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 또는 도시 인근 생태계 공간조

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오존은 2차 대기오염물질로서 도시에서 큰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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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염원이다. 오존은 여름철의 높은 온도 환경에서 질

산화합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과 같은 물질이 화학반

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며 수목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오

존은 불안정하여 이원자의 산소로 분해되려는 경향이 있

는데, 이러한 경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질

수록 강하다. 오존이 갖고 있는 강력한 산화력은 하수의 

살균, 악취제거 등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고, 지구 대

기 중에 오존층을 형성하여 보호막의 역할도 하는 등 좋

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서 생성되는 오존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이 된다(Woo et al., 2012; 

Heo et al., 1999). 지표면에서 생성되는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

(NOx), 탄화수소류(HCs) 등이 강한 태양광선 중 자외선

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생성되며, 햇빛이 강

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 오존농도가 일

정기준이상 높아지면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

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

소, 녹지 수목의 건강성을 해친다(Nowak et al., 2006;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1).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완화와 녹음 

제공 등 생활환경 및 교통 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의 유

지, 녹지축 연결 등을 위하여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

의 고안에 식재하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

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완화라는 명

목하에 식재되고 있는 가로수는 같은 도시의 공원녹지에 

식재되는 수목 수명의 1/3가량밖에 살지 못한다(Edward, 

1975). 또한 각종 오염물질과 장애요인 때문에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하지 못해 생육불량, 병충해, 고사 등 경관 

및 가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You 

et al., 2016). 이와 같이 가로수는 다른 녹지에 생존하는 

수목에 비해 수명이 단축될 정도로 대기오염으로부터 극

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느 정

도 견디는 능력이 다른지 수종별로 지수화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가로수의 선정 및 식재, 조성에 대해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다(Wan et al., 2014). 그러므로 수목이나 식물

의 대기오염에 대한 생리적인 및 생화학적인 여러 가지 

반응을 조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지수로서 대기오염내성

지수(Air Pollution Tolerance Index; APTI)를 활용하고 있

다(Kwak et al., 2019; Gharge and Menon, 2012). 대기오

염물질에 대한 내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물의 특성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

양한 식물 특성 중 가시적 잎 피해, 잎 전도도, 막 투과성, 

아스코르빈산 함량(ascrobic acid), 상대수분함량, 엽록소 

함량, 잎 pH 그리고 항산화 활성이 연구되어왔다. 이 중 

4가지의 식물 특성 요소가 Singh and Rao(1983)가 제안

한 대기오염내성지수(APTI) 방법에 사용되었다. 아스코

르빈산은 강력한 환원제로서, 잎 내에 들어간 대기오염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수목 내에서 에너지 생산

의 주요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엽록소는 수목 건강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요소이며, 엽록소는 환경 변화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는다. 상대수분함량은 수목의 원형질막 투과

성을 알아보기에 유용한 지표이며, 따라서 높은 상대수분

함량을 가진 수목은 오염물질에 내성일 확률이 높다. 잎 

pH 또한 대기오염물질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Zhang et 

al., 2016). 이미 선진국인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반영하여 도시녹지의 조성단계부터 식물이 대

기오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디는 특성이 있는지를 참조

자료로 적용하고 있다(Nowak et al., 2013,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오존 노출에 따른 수목의 생리, 생화

학적 반응들을 종합하여 도출하고 오존스트레스에 대한 

주요 수목의 묘목의 대기오염내성지수(APTI)를 비교하

여 우리나라 주요 가로수종의 대기오염 중 오존에 대해

서 견디는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도심지 가로수 식재계

획 및 관리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수종

본 실험에서 사용한 수종은 4종인데 이들 수종이 서울시 

내에 식재된 가로수로서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서울에서 비교적 많이 식재된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느티나무(Zelkova serrata),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그리고 소나무(Pinus densiflora) 4 수종을 대상

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 수종은 국내에서 양

Species Quantity of trees

Ginkgo biloba 109,784 

Platanus occidentalis 64,807 

Zelkova serrata 35,880 

Prunus yedoensis 32,661 

Chionanthus retusus 17,639 

Sophora japonica 7,871 

Pinus densiflora 4,430 

Lagerstroemia indica 2,743

Others 22,066

Table 1. List of main street trees of Seoul and plant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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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된 2년생 묘목을 이용하였으며 각 묘목은 서울시 서울시

립대학교(37°34‘57.5’‘N, 127°03‘39.1‘’E) 내에서 상토와 펄

라이트를 1:1로 배합한 배양토를 채운 9 L 플라스틱 포트

에 이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묘목은 수분 스트

레스를 피하기 위해 매일 고르게 관수하였다. 4주간의 현

장순화과정을 거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종별로 생

장이 유사한 총 10개체 선발하여 초기 수고와 근원경 측

정 후 5개체씩 대조구와 오존 처리구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Table 2). 

2. 오존 처리

실험은 본 기관에 위치한 오존 발생기(ON-1-2, Nippon 

Ozone Co., Tokyo, Japan)와 연동되는 식물환경조절챔버

(Koito Industries, Yokohama, Japan)를 이용하였다(Figure 1). 

각 챔버는 부피가 약 4.5 m3(1.5×1.5×2.0 m)이며 강화유리

로 제작되어 자연광 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연광 챔

버 내는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야간 온도 25°C/20°C, 

상대습도 50~60%로 유지하였다. 하루 오존 처리농도는 

국내 대기환경기준 1시간 평균 오존농도인 100nL·L-1 

(ppb)로 정하였다. 오존 처리는 8:30 h부터 17:30 h까지 

매일 8시간씩 4주동안 처리하였다(Figure 2).

3. 오존 처리에 따른 가시적 피해 조사

오존 처리에 의한 수종의 가시적 피해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4주 동안 오존 처리 후 피해 양상을 관찰하

였다. 최종적으로 실험 종료일에 가시적 피해가 발생한 잎

들을 선정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잎의 가시적 피해 수준

은 잎 표면에 백화현상(albinism) 또는 황화현상(chlorosis)이 

나타나는 비율을 winFolia image software (winFolia, Regent 

Instruments Inc., Quebec, Canada)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오존 처리에 따른 대기오염내성지수 비교

수목의 대기오염에 대한 내성평가를 위해 대기오염내

성지수(APTI)를 측정하였다. 측정하기 위해 관련 실험의 

개체 별 정단부에서 3~4번째 위치에서 5개 이상의 잎을 

채취하였으며, 각 수종별 5반복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APTI가 가지는 의미는 대기오염에 대한 수종의 피해 정

도를 수치화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스코

르브산 함량(ascorbic acid), 엽록소함량, 잎의 pH, 잎의 

수분함량이 큰 영향을 준다는 반복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식이다. Singh and Rao(1983)가 제안한 대기오염내성지

수(APTI)의 식 1은 다음과 같다.

APTI=[A×(T+P)+R]/10 (1)

A는 건조한 잎의 아스코르브산 함량을 의미하고(mg·g-1), 

T는 건조한 잎의 엽록소 함량을 의미하며(mg·g-1), P는 잎의 

pH, 마지막으로 R은 잎의 상대수분함량을 의미한다.

5. 아스코르브산 함량 측정

Keller and Schwager(1977)의 2,6-dichlorophenol(DCPIP) 저

감 방법을 사용하여 아스코르브산 함량을 측정하였다. 

Species Height (cm) Root collar diameter (mm)

Prunus yedoensis 127.6±2.4 15.7±1.3

Zelkova serrata 85.7±5.6 10.9±0.6

Chionanthus retusus 113.7±3.7 12.7±0.8

Pinus densiflora 50.9±1.6 7.3±0.4

Table 2. Height (cm) and root collar diameter (mm) of tree seedlings planted in each chamber at the start of ozone fumigation. 
Values are mean±SE (n=10).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phytotron with ozone fum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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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0.1 g 생체중(FW, fresh weight)을 1.5 ml의 차가운 

0.5% 옥살산(oxalic acid)을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이후 

볼텍싱(10,000×g, 4°C, 15분)하였다. 분홍색 혼합액을 200 

μl를 취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UV-21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52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후, 이 분홍색의 혼합액에 1% 아스코르브산을 1

방울(10 μl)을 첨가하여 분홍색을 표백하고 동일한 파장

에서 흡광도를 재측정하였다. 두 측정치의 차이 값은 아

스코르브산 양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었다. 측정값에 대한 

아스코르브산 식 2는 다음과 같다.

Ascorbic acid(mg/gFW)=[EO-(Es–Et)]×(V/W)×V1 (2)

V1은 상층액의 양, V는 총 혼합액의 양, W는 잎 샘플

의 무게, Eo, Es, Et는 각각 Blank, 잎 샘플 및 잎 샘플과 아

스코르브산이 들어있는 혼합액의 흡광도 값을 의미한다.

6. 총 엽록소 함량 측정

총 엽록소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개체별로 정단부로부

터 3~4번째에 위치한 잎을 한 개씩 잘라내어 폴리에틸렌 

백에 넣어 아이스박스에 옮긴 뒤 실험실로 가져와 엽맥

을 제외한 부분을 작은 조각으로 잘랐다. 잘라낸 잎 절편 

0.1 g을 아세톤(80%) 10 ml에 넣고 4°C 냉암소에서 7일간 

침출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UV-21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파장 645와 663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고 엽록소 함량은 mg·gFW-1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Arnon, 1949).

Chlorophyll a=12.7×A663–2.69×A645

Chlorophyll b=22.9×A645–4.68×A663 (3)

Total Chlorophyll (a+b)=20.29×A645+8.02×A663

여기서 A645는 파장 645 nm에서 흡광도를, A663은 파

장 663 nm에서 흡광도 값을 의미한다. 

Figure 2. (A) Variations of ozone concentration and (B) daily mean values of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RH), an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PPFD) in phytotron with ozone fumigation system during the experimenta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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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잎 pH 측정

잎의 pH 측정을 위해 약 0.25 g의 생체 잎을 10 ml의 

초순수(deionized water)에서 균질화시킨 후, 원심분리(7,000 

g, 4°C, 10분)하였다. 상층액을 일부 취해 pH meter를 이

용하여 잎 추출물의 pH를 측정하였다.

8. 상대수분함량 측정

샘플링한 잎 시료를 1.6 cm 코르크보어로 절편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생체중(FW) 값을 얻었다. 이후 16시간 

초순수에 담근 후 무게를 측정하여 팽창된 생체중(TW) 

값을 얻었으며, TW 측정 후 잎 샘플을 70°C 건조기에 48

시간 건조시킨 후, 건중량(DW)을 측정하여 Sadeghian 

and Mortazaienezhad(2012)의 식 4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Relative water content(%)=[(FW-DW)/(TW-DW)]×100 (4)

FW는 생체중, TW는 팽창된 생체중, DW는 잎 샘플을 

건조한 후의 무게를 말한다.

9.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5(SPSS Inc., IBM 

Company Headquarters,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되었으면 데이터는 평균, 표준오차로 표현하였

다. 각 수종별 분석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p=0.05 수준에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런 다음 ANOVA를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처리구 간에 차이를 확인하고 Turkey Test를 

사용하여 각 처리구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오존 처리에 따른 가시적 피해 반응

오존 100nL·L-1(ppb) 농도에 노출된 왕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에서 가시적인 피해가 관찰되었다. 왕벚나무의 

잎은 전반적으로 붉은 반점이 발견되었다. 느티나무와 이

팝나무는 엽맥 사이에 검은 반점 및 잎의 가장자리에 황화

현상이 나타났다. 왕벚나무와 느티나무의 잎 표면에 나타

난 가시적인 피해가 약 20% 이상으로 다른 수종에 비해 

높았다(Figure 3). 또한, 왕벚나무와 느티나무의 오존 노출 

3주 후 피해 현상이 이팝나무에 비해 먼저 발견되었다.

대기오염에 대한 수목의 가시적인 피해현상은 종종 오

염원이 무엇인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식

물종마다 오존 노출 시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Zhang 

et al., 2012). 낙엽활엽수종의 잎에서는 저농도 오존에 4

주 이상 노출 시, 엽록소 손실로 인한 황화현상이 관찰되

고 침엽수에서는 저농도 오존에 노출시 황색얼룩반점이 

나타나고 고농도 오존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잎 끝마름

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반점의 색깔은 종마다 상이하

게 나타나고 환경적 또는 생리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라

질 수 있으며 검붉은색, 붉은빛을 띠는 자주색, 어두운 

갈색이나 검은색이 오존 피해로 인해 잎에 가장 흔히 나

타나는 반점의 색깔이다(Skelly et al., 1999).

가시적인 피해현상은 수목이 오존이나 다른 대기오염

에 대해서 보여주는 확실한 피해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오존에 의한 피해는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피해현상과 달

리 오래된 잎, 혹은 오래된 조직에서 현격하게 나타난다

(Woo et al., 2012). 이는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피해현상

과 구분 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또 다른 오존에 대한 

피해증상 가운데 하나는 옆맥을 중심으로 갈색반점이 나

타나는 것이다. Cherry tree에서 오존의 피해 증상으로 오

래된 잎에서 새로운 잎보다 많은 오존피해현상이 나타나

서 결국에는 잎의 이층이 발달하여 조기낙엽이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kelly, et al., 1999). 옆맥의 주

변으로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오존 피해가 지속되면 큰 

검은 반점으로 발달하여 잎이 괴사하는 증상을 볼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도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ure 3). 

2. 오존 처리에 따른 아스코르브산 함량 변화

아스코르브산은 항산화물질로써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

으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Bellini and De Tullio(2019)는 

오존 처리 시 식물 내에서 아스코르브산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모든 수종의 아스코르브산 수치가 오존 처리 후 

증가하였다(Figure 4). 

이와 같은 식물생리현상은 일반적으로 보상 전략

(compensation strategy)으로 알려져 있다(You et al., 2016; 

Joshi and Swami, 2009).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스트레스

에 직면한 수목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의 항산화능력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함으로써 생장을 유지하려 한다. 오존이 수목의 체

내에 유입되면 산화제로 변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활

성산소종이 세포 내에 발생한다. Superoxide radical이나 

hydroxyl radical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중성화 또는 

독성이 낮은 단계로 무독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항산화효소, 항산화물질 등이 생성되어 

radical을 소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Neubert et 

al., 1993). 활성산소종이 증가하면 본 연구에서 아스코르빈

산이 증가한 것과 같이 superoxide(SOD), catalase(CAT) 등

의 황산화효소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연

구에서 보고했다(Woo et al., 2012; Kampfenkel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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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Appearance in leaves of tree species in control (C) and treatment (T) at 4 weeks after ozone exposure. 
(B) Visible foliar injury on leaves in tree species exposed to 100 nL·L-1(ppb) at 4 weeks after ozone exposure.

Figure 4. Ascorbic acid content in tree species exposed to 100 nL·L-1(ppb).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were indicated as ‘ns’ according to the paired-samples t-test. Values are mean±SE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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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otal chlorophyll content in tree species exposed to 100 nL·L-1(ppb).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were indicated as ‘n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indicated as ‘***’ (p<0.001) according to the paired-samples
t-test. Values are mean±SE (n=5).

3. 오존 처리에 따른 총 엽록소 함량 변화

엽록소는 왕벚나무, 느티나무의 경우 43%, 53% 감소

했으며 통계적으로 고도의 유의차를 보였다. 이팝나무와 

소나무는 엽록소의 함량이 마찬가지로 감소하나 통계적

으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5).

엽록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필수적인 색소이다. 일반적

으로 엽록소 함량과 광합성능력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대기오염과 같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황화현상

으로 인해 식물의 엽록소 함량이 낮아지는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Kwak et al., 2019; Lee et al., 2015). 오존 처리 

시 엽록소 함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Sedum kamtschaticum

와 Hosta longipes를 오존에 노출 후 생리적 반응 실험 결

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고 식물이 오존에 피해를 받는 경

우 엽록소의 함량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앞선 연구에서 

제시하였다(Cheng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목의 전형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반응이며 도시의 가로수 가운데 심지어 열대지역의 도시

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었다(Baek and Woo, 2010). 

또한 Lee et al.(2013)에 따르면 저농도의 오존에 노출된 

소나무는 광합성 비율과 잎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이는 소나무의 특징 때문에 엽록소 

함량의 감소가 크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4. 오존 처리에 따른 잎의 pH 변화

잎의 pH는 전 수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왕벚나무가 2%. 느티나무가 0.5%, 소나무가 1% 감

소하는 반면 이팝나무는 4% 증가했다(Figure 6). pH는 

잎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확인하는 건전성을 표현하

는 중요한 지표로써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어린잎과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오래된 잎의 pH 차이를 측정한 실험에

서 이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식물 잎의 Eh(redox potential)

를 많이 사용하는데 pH 7로 보정한 redox potential을 활

용하기도 한다(Husson et al., 2018). 일반적으로 잎의 pH

는 잎이 어린잎에서 오래된 잎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본 실험의 

이팝나무가 다른 수종들에 비해 오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나무의 경우 다른 수종

과 달리 pH가 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과 마찬

가지로, Zhang et al.(2016)은 소나무류에서 잎 pH가 다른 

수종에 비해 낮은 값이 3.5~3.87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

였으며, 낮은 pH으로 인해 다른 수종에 비해서 SO2에 감

수성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Eh-pH 값은 일반적으로 식물이 건전한 생장을 하고 있

는지, 해충이나 혹은 대기오염 같은 다른 스트레스로부

터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활

용되고 있다.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ROS)

는 식물에서 redox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오

존이라는 대기오염이 수목의 체내에 유입되면 ROS가 활

성화되거나 증가하는데 당연히 수목의 잎에서 나타나는 

pH값은 이와 같은 ROS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다(Noctor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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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존 처리에 따른 상대수분함량 변화

상대수분 측정 결과 왕벚나무는 오존 처리 후 증가하

나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고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는 오

존 처리 후 각각 5%, 12% 증가하였으며 소나무는 5% 감

소하는 결과를 보였다(Figure 7). 소나무는 특히 오존의 

유입 이후에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대기오염내

성지수와 연결해서 볼 때 부정적인 역할로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8). 오존 처리구에서 다른 수종에 비해

서 APTI 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수목이 오존 스트레스

에 노출되면 식물체내의 상대수분은 일반적으로 감소한

다(Evans and Ting, 1974; Giday et al., 2013). 이와 같은 

현상은 식물의 함수율이 식물의 생장활동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식물 체내에

는 약 60% 이상의 수분이 있어서 수분이 외부의 유해한 

성분이 체내로 유입되면 완충작용을 한다. 특히 대기오

염원은 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첫 단계로 물에 용해되

어서 무독화 혹은 비활성화 형태로 중화되어 식물에 부

Figure 6. Leaf pH in tree species exposed to 100 nL·L-1(ppb).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indicated as ‘**’
(p<0.01) and ‘***’ (p<0.001) according to the paired-samples t-test. Values are mean±SE (n=5).

Figure 7. Relative water content in tree species exposed to 100 nL·L-1(ppb).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were indicated as ‘n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indicated as ‘*’ (p<0.05) according to the paired-samples
t-test. Values are mean±SE (n=5).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09권 제1호 (2020)58 

정적인 역할을 못하게 한다. 또한 대기오염원 가운데 

SO2 같은 오염원은 수용성이 다른 오존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원에 비해서 수용성이 약 30~50배 정도 높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SO2 같은 오염원은 세포 내의 물이 

많으면 용해되어서 가장 먼저 독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오존 농도에서 소나무의 가시피해를 관찰한 다

른 논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서 오존 스트레스를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Woo et al., 

2012). 이는 수목의 체내의 수분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관엽식물 중 대기오염물질 흡수

능력이 높은 수종을 선발하여 오존 흡수에 영향을 주는 

확산계수, 증산량, 광합성율, 이산화탄소 흡수율 등 생리

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오존 흡수능 평가에 유용한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식물의 수분함량과 기공의 공변세포의 

팽압이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Park et al., 1998). 

   

6. 수종별 대기오염내성지수 비교

 4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대기오염내성지수를 계산했

을 때 왕벚나무와 느티나무는 오존 처리 시 대기오염내

성지수의 변화가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약간

씩 증가하였고, 이팝나무는 10% 증가했으며 소나무는 

5% 감소했다(Figure 8). 이러한 각 수종에서 다양한 반응

을 보인 이유로는, 대기오염내성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 대기오염뿐만이 아닌, 온도와 상대습도 등 자연적

인 기후 조건에서도 영향을 준다(Singare and Talpade, 

2013).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

목은 대기오염내성지수가 높아진다(Zhang et al.,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실험에서의 이팝나무에서만 나타

났다. 이는 이팝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대기오염내성

지수가 낮아 대기오염에 의해 반응을 보였음을 나타낸다.

수종별로 대기오염내성지수를 비교해 보면 오존 처리 

전 왕벚나무, 느티나무, 소나무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이팝나무에 비해 높은 값을 차지한다. 오존 처리 후 느티

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

고 왕벚나무, 이팝나무, 소나무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마지막으로 이팝나무, 소나무가 비슷한 값을 보이며 

4가지 수종 중 가장 낮은 대기오염내성지수를 보였다. 

Woo et al.(2012)은 소나무 묘목을 자연광 챔버 내에 위

치시킨 뒤 오존 처리하여 소나무 묘목의 생육, 가스교환특

성 및 세포미세구조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소나무가 오존 

같은 대기오염원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소나무가 오존에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APTI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오존처리구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나무가 오존에 대한 내성이 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수종별 이산화탄소 흡

수효율을 상대 비교한 결과 튤립나무, 메타세콰이아, 양버

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칠엽수, 상수리나

무 의 순서로 오염물질 및 탄소저감 효과가 높았으며 이에 

관련한 내성지수들이 이와 같은 순서를 보였다(Kim, 2013).

식물의 오존피해는 기공을 통한 오존의 확산, 세포 표

Figure 8. APTI (Air pollution tolerance index) in tree speci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were indicated
as ‘n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indicated as ‘*’ (p<0.05) according to the paired-samples t-test. Differences
between four species in control group were indicated as upper case and differences between four species in treatment group were
indicated as lower case according to the Tukey’s HSD test. Values are mean±SE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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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분층에서 용해, 세포 내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식물

체에게 영향을 준다. 오존의 반응성은 대단히 높아서 기공

에서 공기 교환과정을 통해 기공내부공간으로 용이하게 

확산되어 잎 내부로 들어간다(Baldantoni et al., 2011).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잎 내부로 들어온 오존은 기공 아래 공간

에 있는 가스상 부분에서 불포화탄화수소와 반응하여 다

른 물질과 반응성이 강한 물질을 생성한다. 또한 오존은 

기공 닫힘에 관여하여 세포내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영향

을 주어 광합성 과정에서의 탄소 획득에 간섭하며 수분

조절능력을 교란시킨다. 오존은 기공 아래 공간 안에서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층에 용해되어 세포성분과 신속히 

반응하여 여러 자유기를 생성한다(Mansfield and Pearson, 

1993). 그러므로 수목 체내의 수분함량은 이와 같은 메커

니즘을 통해서 오존에 영향을 받는데, 소나무의 수분함

량은 특히 오존에 의해서 줄어 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성지수가 떨어 질 수 있는 것이다(Figure 7). 기공 내부공

간에는 식물대사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엽육세포 표

면이 노출되어 있어 오존이 이곳에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며(Dobson et al., 1990), 식물의 세포대사를 방해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식물은 여러 효소를 생성하여 자

체 항산화방어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식물의 방어능력을 

능가할 만큼 높은 농도의 오존에 접촉되면 식물의 세포 

대사나 구조가 피해를 받는다. 세포 내에 지질막들은 오

존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오존이 수용층에서 용해된 후 원

형질막에 직접 작용하여 막에 있는 불포화지방산 및 단백

질과 반응한다. 이로 인해 막 침투성이 변화되고 세포벽과 

세포 내에 있는 각 기관들의 막을 통해 확산되어 세포성분

들과 반응한다(Mansfield and Pearson, 1993).

Park et al.(1998)은 관엽식물인 피키라와 스파티필름을 

자연광 유리챔버에서 오존 처리한 후 식물피해와 흡수능

의 저해 정도를 측정했고 가시피해, 기공전도도 및 증산

율 감소, 에틸렌 발생으로 인한 광합성활성의 감소, 가스

흡수 저해 등의 결과를 관찰하여 이와 같은 요소들이 내

성지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Noh et 

al.(1998)은 오존과 아황산가스를 혼합 처리해 피해발현

을 확인했으며 에틸렌 생성과 항산화효소에 의해 내성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며 이산화탄소 이용 효율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에 대한 식물의 반응은 종에 따라 다르며, 또

한 오염물질의 유형, 반응 메커니즘, 노출 농도 및 기간

에 따라 다르다(Gharge and Menon, 2012; Thambavani 

and Sabitha, 2012). 식물을 민감한 그룹과 내성을 가진 

그룹으로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자는 생

물지표(Bioindicato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후자는 도

시 및 산업 서식지에서의 대기오염을 완충하기 위한 흡

수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ingh et al., 1991).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식물의 민감성/내성을 판별하기 

위한 적절한 식물 특성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잎의 전도도, 막 투과성(Farooq and Beg, 1980), 아스코르

빈산(Keller and Schwager, 1977), 엽록소 함량, 잎 추출물

의 pH (Choudhary and Rao, 1977) 및 과산화 효소 활성

(Eckert and Houston, 1982)을 포함하여 많은 식물 매개 

변수가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Han and Kim, 

2009). Singh and Rao(1983)는 아스코르빈산, 엽록소, 상

대수분함량, 잎 추출물의 pH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 

변수들이 대기오염내성지수(APTI)를 계산하는데 필요하

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최근 연구들은 도시 녹지가 

산업 및 차량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대기오염내성지수가 높은 수종들을 주로 조사

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대기오염내성지수가 낮은 감수성 

수종들은 일반적으로 생물지표 (bioindicators)로서 사용

된다(Molnár et al., 2020). 그러므로 대기오염내성지수는 

오존 같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내성을 수치화하는데 의

미가 있다(Thambavani and Sabitha, 2011).

다른 연구에서도 대기오염내성지수가 활엽수나 침엽수

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APTI 값이 8~10 정도의 값을 가

진다 (Sadeghian and Mortazaienezhad, 2012). 본 연구에

서도 실험한 4개의 수종이 모두 10정도의 값을 보였다. 

대기오염내성지수의 요소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오존 처리 후 대기오염내성지수가 

이팝나무만이 타 수종들과 다르게 증가하였으며 소나무는 

대기오염내성지수 감소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가로

수종을 더 많이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종합화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실험은 대기오염물질 중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

는 오존에 대한 도시 주요 수종의 대기오염내성지수 변

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고농도의 오존에 국내 주요 가

로수종의 묘목을 노출한 결과, 모든 수종에서 아스코르

빈산 함량의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반면, 총 엽록소 함량은 왕벚나무와 느티나무에서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 이팝나무와 소나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잎의 pH는 이팝나무만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나머지 수종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상대수분

함량은 왕벚나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느티나

무와 이팝나무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소나무는 유일

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생리, 생화학적인 요소들을 종

합한 결과, 오존 처리 전 대기오염내성지수가 유의적으

로 낮은 이팝나무만이 대기오염내성지수가 증가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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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대기오염내성지수에 이용

되는 4가지의 생리 및 생화학적 특성들은 수종-대기환경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대기오염에 따

른 생물지표 그룹을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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