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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황사가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 수종의 인위적 황사처리 이후 광합성, 호흡, 생장

및 기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황사 처리량에 따른 생장량은 회화나무의 경우 평균 황사농도의 10배인 5,000

μg·m−2에서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수종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호흡량은 회화나무와 자작나무에서 5,000

μg·m−2농도의 황사 처리에서 호흡량이 감소하였으며, 다른 수종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황사 처리량에 따른 최대광합

성량은 회화나무와 자작나무에서 5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에서 각각 3주, 6주 이후에 감소하였고, 5,000 μg·m−2 농

도의 황사 처리에서는 처리직후 계속 감소하였다.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복자기는 유의성이 없었다. 광학현미경으로

회화나무의 대조구와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의 기공관찰 결과,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에서 기공 내

먼지가 관찰되었다. 전자현미경으로 5수종의 잎 뒷면 기공을 관찰한 결과, 회화나무와 자작나무는 기공의 크기가 크

며, 대조구와 5,000 μg·m−2농도의 황사 처리에서 기공 개폐율의 차이가 컸다. 이것은 황사 먼지가 기공이 큰 수종일

수록 흡입되기 쉬우며 수목의 광합성, 호흡 및 생장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rtificial Asian dust was treated in this study to compare and determine its effect on growth,

photosynthesis, respiration and stomata of 5 species trees. Sophora japonica's growth and respiration using

artificial Asian dust treatment which is 10 times of average contents of Asian dust: 5,000 μg·m−2 decreases after

3 weeks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species. The maximum photosynthesis of Sophora japonica and

Betula pendula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3 weeks and 6 weeks, respectively, using artificial Asian dust

treatment which is average contents of Asian dust: 500 μg·m−2. At 5,000 μg·m−2 treatment, photosynthesis of

both species decreased just after treatment of artificial Asian dust. Quercus acutissima, Quercus mongolica and

Acer triflorum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s. Dust was found inside the Sophora japonica's stomatas under

heavy dust treatment when viewed under the light electron microscope.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higher rate of stomatal opening of Sophora japonica and Betula pendula was recognized and the size of both

stomatas was bigger than other species. This result means that Asian dust has an influence in decreasing the

photosynthesis, respiration and growth of some species especially if the stomatas are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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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황사의 일반적인 정의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

부터 먼지가 바람에 날려 오는 현상(21세기 평화연구소,

2004)으로 일반적으로 봄철인 3~5월에 동북아시아 지역

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황사의 발원지인

사막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과도한 방목, 가

뭄 등에 의한 인위적인 사막화의 증대로 황사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강광규, 2004).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황사는 햇빛을 차단시켜 시정을

악화시키거나 자동차나 나뭇잎, 건물에 먼지가 쌓이게 되

고 미세먼지가 호흡기관으로 들어가 국민건강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전희, 2002). 뿐만 아니라 이 미세먼

지가 농작물, 수목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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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육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장원, 2002). 

분진이나 미세먼지, 또는 오염물질이 농작물이나 수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탄광지역의 분진(이용하 외,

1975), 화산재(Hirano et al., 1992), 도로변 먼지(Eller,

1977; Yunus et al., 1985; 백철종 등, 2007) 그리고 오존,

SO
2
, 질소산화물 등(김준호와 김종욱, 1995; Woo et al.,

2003; 오창영, 2004)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Armbrust, 1986; Hirano et al., 1995). 이러한 부유먼지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주요 대기 오염물질 중 하나로 입자

의 크기에 따라 공기 역학적 직경이 10 μm 이하인 PM10

과 2.5 μm 이하인 PM2.5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황사의 평

균적인 크기인 1~10 μm와 거의 비슷하다(백철종 등,

2007). 하지만 국토의 65%를 덮고 있는 수목에 황사가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관측 자료나 어떤 피해가 있

었는지를 조사한 연구 자료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낙엽활엽수인 상수리나무, 신갈

나무, 복자기, 회화나무, 자작나무의 묘목을 대상으로 인

위적인 황사 처리를 한 후 황사처리량에 따른 1) 수종별

최대광합성량, 호흡량, 생장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2) 기공

내의 먼지유무 및 기공개폐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수종 및 선발

본 연구에 사용된 수종은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복자기(Acer triflorum),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자작나무(Betula pendula)

1년생(1-0묘)이며, 경기도 양평군 용문양묘사업장에서 양

묘된 묘목을 사용하였다. 수종별로 20개체씩 총 100개체

를 인공토양(Perlite:Vermiculite=1:1)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화분(직경 20 cm, 높이 28 cm)에 식재하였다. 

2. 황사 처리

묘목을 옮겨 심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6일 동

안 충분한 관수 하에서 생장시킨 후 해충 피해가 없으며

묘고가 큰 12개체(회화나무 : 22.1±2.7 cm, 복자기 : 16.1

±1.7 cm, 상수리나무 : 29.5±3.6 cm, 신갈나무 : 26.5±2.5

cm, 자작나무 : 29.8±3.7 cm, 이때 묘고는 평균±표준편차)

를 선발하여 각각 4개체씩 임의로 황사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와 처리수준을 달리한 2개의 처리구로 분류하였다.

화분 위치에 따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황사처리를 해줄

때마다 화분을 재배치하였다. 황사 처리는 지난 5년간 평

균 황사일수인 13일과 황사 농도 500 μg·m−2를 기준으로

산림토양을 16 μm 체로 쳐서 잎 표면에 낙하하였다. 황사

처리 농도는 500 μg·m−2와 그 10배인 5,000 μg·m−2 농도

로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86일간 6~7일에 한 번씩 총

13번 황사처리를 하였다. 

3. 광합성 및 호흡 측정

LI-6400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7월 1일, 7월 22일, 8월 10일, 9월 3일, 9월 24

일 총 5번, 약 3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광량(photo-

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LED(light emitting diode) light source를 이용하여

황사 처리 및 관수를 한 다음날 측정하였고 측정 시 leaf

chamber의 조건은 온도는 25oC, 상대습도는 60%로 유지하

였다. Light-photosynthesis curve를 구하기 위하여 각 처리

구별로 LED lignt source의 광량을 0, 20, 50, 100, 300,

500, 800, 1000, 1500, 2000 μmol·m−2·s−1로 조절하면서 각

광량에 따른 광합성량 및 호흡량을 측정하였으며 잎은 위

에서 2번째 가지, 줄기 끝에서 2번째 잎으로 하였다.

4. 생장량 측정

생장량은 광합성량 및 호흡량 측정 시 묘목의 묘고 변

화를 함께 측정하여 누적 묘고를 산출하였다. 

5. 현미경 관찰

1) 광학현미경 관찰

기공내의 먼지유무를 관찰하기 위해 범용 광학현미경

(ZEISS, Germany)으로 400배 배율로 관찰하였다. 5수종의

각 처리구 중 임의로 한 개체를 선발하여 잎 중간부분을 1

mm×4 mm 정도로 채취한 후 pH 7.2, 2% glutaraldehyde

in 0.1M Sodium Cacodylate Buffer에서 4oC, 4시간동안

전고정하여 pH 7.2, 0.1M Sodium Cacodylate Buffer로

10분씩 3번 세척하고 pH 7.2, 1% Osmium Tetroxide in

0.1M Sodium Cacodylate Buffer에서 4oC, 2시간동안 후

고정하여 실온에서 2번 간단히 식염수로 세척하고 0.5%

uranyl acetate로 4oC에 over night하였다. 실온에서 에탄올

30%, 50%, 70%, 80%, 90%, 100%, 100%, 100%에서

각각 10분간 처리하고 100% propylene oxide에서 15분씩

2번 탈수 후 Propylene oxide와 Spurr's resin을 1:1로 2시

간, 0:1로 overnight 하여 침투시켰다. 이 시료를 1 μm의

두께로 잘라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2)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관찰 

기공 개폐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 SEM(JEOL,

Japan)으로 1,000배 배율로 관찰하였다. 5수종의 각 처리

구 중 임의로 한 개체를 선발하여 잎 중간부분을 5 mm×5

mm 정도로 채취한 후 광학현미경의 시료제작과 동일하

게 전고정, 세척, 후고정, 세척, 탈수를 한 후 잎을 꺼낸 후

임계점 건조 장치를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건조된 잎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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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정도로 잘라 시료대(Stub)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

여 부착시킨 후, Sputter Coater를 이용하여 금으로 피막을

입힌 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6. 통계 처리

황사 처리정도에 따른 수종별 최대광합성량, 호흡량, 생

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SAS V8.2를 이용하여 이원배치 분

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처리구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고, 다중비교를 실시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장량

수종별로 3주간 생장한 묘고의 누적을 측정하여 황사처

리 유무에 따른 수목들의 생장량을 비교해 보았다. 복자

기,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자작나무는 황사처리 유무에

상관없이, 3주간 생장한 묘고의 누적에 차이가 나지 않았

다(Figure 2). 회화나무도 대조구와 500 μg·m−2 농도의 황

사 처리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5,000 μg·m−2 농도

의 황사 처리에서는 황사 처리를 한 처음 3주부터 묘고의

생장량 증가 폭이 낮았으며, 9월 24일 마지막 측정 일에

는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를 한 회화나무 잎이 모

두 떨어져서 고사한 것으로 보았다(Figure 1). 즉, 황사 10

배 농도의 처리를 했을 경우, 회화나무의 잎이 떨어지거

나 묘고 생장이 늦어질 수 있으며, 황사와 유사한 농도의

경우에는 5수종의 묘고 생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몇몇 수종은 낙엽율을

높여 자신의 필요없는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회피하여 생존력을 높이거나(우수영 등, 2004) 피해방지

를 위해 기공을 닫게 되며, 생장량 감소를 유발한다는 것

과 일치하는 결과로서(Heath, 1980; 백철종 등, 2007) 황

사도 오염물질과 같이 일부 수종의 생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최대광합성량 및 호흡량

수종별로 약 3주 간격으로 Light-photosynthesis curve를

측정하여 광포화점에서의 최대광합성량과 최대광합성 때

의 호흡량을 측정하였다. 최대광합성량에서는 복자기, 상

수리나무, 신갈나무는 황사 처리 유무에 따른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 차이가 없었으며, 회화나무와 자작나무는 차이

가 나타났다(Table 1). 차이가 나타난 회화나무와 자작나

무는 5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를 한 회화나무는 6주

이후부터, 자작나무는 3주 이후부터 대조구에 비하여 최

대광합성량이 떨어졌으며,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

에서는 자작나무와 회화나무 모두 황사 처리를 해준 직후

부터 최대광합성량이 떨어졌다(Figure 3). 호흡량은 회화

나무, 복자기, 자작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5수종 모두

황사 처리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회화

나무와 자작나무의 경우에는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

리에서의 호흡량이 대조구와 500 μg·m−2 농도의 황사 처

리에서보다 떨어졌다(Figure 4). 5수종의 최대광합성량 및

호흡량을 측정한 결과 처리구2에서 공통적으로 자작나무

와 회화나무의 최대광합성량 및 호흡량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광합성 능력은 엽록소 함량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데(Ashraf et al., 2002; Woo, 2003), 식물

의 엽록소 함량은 대기오염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황

화나 백화 현상으로 붕괴되어 광합성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백철종 등, 2007). 또한 잎 표면에 부착된 분진

은 잎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호흡을 증가시켜 광합성과 생

Figure 1. Visible foliar injuries of Sophora japonica after 15 weeks. Trees are planted on April 15 (A: Control, B: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of Asian dust, 500 μg·m−2, C: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10 times of Asian dust, 5,000 μ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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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저하시키며(Eller, 1977; Hirano et al., 1995), 큐티

클층을 손상시켜 수분손실을 유발하기도 한다(Gilby, 1980).

따라서 황사처리를 통해 몇 수종의 광합성과 호흡이 감소

한 것은 황사가 이들 수종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거나 잎

Figure 2. Effect of artificial Asian dust on the cumulative

growth (length, cm) in five tree species; Diamond: Control,
Square: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of Asian dust, 500

μg·m−2, Triangle: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10 times of

Asian dust, 5,000 μg·m−2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five replicates±SE. Trees are planted on April 15, and

artificial Asian dust is treated from July 1. 

Table 1. F-test analysis between the control and Asian dust

treatments for maximum photosynthesis. 

Sophora 
japonica

Acer 
triflorum

Quercus 
acutissima

Quercus 
mongolica

Betula 
pendula

F-value 4.62* 1.86 0.02 0.18 11.9*

*Significant level; p < 0.05

Figure 3. Effect of artificial Asian dust on the maximum

photosynthesis in five tree species; Diamond: Control, Square: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of Asian dust, 500 μg·m−2,

Triangle: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10 times of Asian

dust, 5,000 μg·m−2.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five
replicates±SE. Trees are planted on April 15, and artificial

Asian dust is treated from Ju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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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착하여 물리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수목의 잎은 그 고유의 형태적 모양이나 나열방향,

크기, 표면의 털이나 wax의 유무 등에 따라 먼지 부착의

정도가 틀려지는데(Shetye and Chaphekar, 1977; Yunus

et al., 1985)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황사에 더 민감하거나 덜

민감한 수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광학현미경(Light microscopy) 및 전자현미경(Scan-

ning electron microscopy) 관찰 결과

광학현미경 관찰결과, 회화나무 대조구에서는 기공이

열려있었으며, 기공 내 먼지가 없었고 회화나무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에서에서는 기공이 닫혀 있었으

며, 기공 내 먼지가 일부 관찰되었다(Figure 5). 이는 황사

먼지가 기공으로 들어가서 기공을 닫게 하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회화나무와 복자기는 대조구의

기공이 열려있었지만,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의

기공은 대부분 닫혀있었다(Figure 6, 7). 나머지 수종은 대

조구와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의 기공 개폐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현미경을 통한 기공관찰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조구의

열린 기공수와 5,000 μg·m−2 농도의 황사 처리에서 열린

기공수의 비율에서도 회화나무가 6.9로 가장 높았으며, 자

작나무 4.8, 복자기 4.5, 신갈나무 1.6, 상수리나무 1.5 순

으로 나타난 났다(Table 2). 

미세 먼지가 털 사이의 기공으로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지만(Naidoo and Chirkoot, 2004), 기공의 크기가 황

사 지름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화나무(32.2 μm)와 자작

나무(26.5  μm)는 기공으로 들어간 먼지량이 기공의 크

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다른 수종(신갈나무 18.2 μm, 상

수리나무 15.4  μm, 복자기 10.8 μm)에 비해 많았고,

이는 기공을 닫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여 진다. 신갈

나무, 상수리나무 등 기공의 크기와 먼지의 크기가 비슷

한 경우에는 기공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못했거나 기

공 틈에 끼어 기공의 닫힘을 방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Wagner, 1942; Eveling and Bataille, 1984). 즉, 황사

처리량에 따른 최대광합성량, 호흡량, 생장의 차이를 보

였던 회화나무와 자작나무는 먼지가 기공으로 들어가거

나 잎 표면에 부착하여 결론적으로 최대광합성량과 호

흡량을 감소시켰으며, 황사의 처리 수준이 높아지거나

황사가 오래 지속될 경우 회화나무의 5,000 μg·m−2 농도

의 황사 처리 경우와 같이 생장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공의 크기가 황사 먼지의 크

기와 비슷하거나 작은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복자기는

상대적으로 황사에 의한 생육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ure 4. Effect of artificial Asian dust on the respiration at
the point of maximum photosynthesis in five tree species;

Diamond: Control, Square: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of

Asian dust, 500 μg·m−2, Triangle: Treatment of average
contents' 10 times of Asian dust, 5,000 μg·m−2

.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five replicates ± SE. Trees are planted

on April 15, and artificial Asian dust is treated from Ju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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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기존의 연구에서 황사가 수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황사가 수목의 광합성, 호흡,

생장 및 기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황사농도(500 μg·m−2)가 지속되거나 앞으로 황사가

더 심해질 경우 회화나무나 자작나무를 비롯하여 몇 수목

Table 2. Comparison of the size and number of stomata (mean ± SE) in the different Asian dust treatments.

Species
Stomata size

(μm)

Opening stomata per area (No./mm2)

Control 
(a)

Treatment of Asian dust, 
5,000 mg·m−2 (b)

a/b

Sophora japonica 32.2 ± 4.4 429 ± 72 62 ± 12 6.9

Acer triflorum 10.8 ± 0.2 1286 ± 119 286 ± 19 4.5

Quercus acutissima 15.4 ± 0.9 1428 ± 154 947 ± 58 1.5

Quercus mongolica 18.2 ± 0.8 1142 ± 203 714 ± 48 1.6

Betula pendula 26.5 ± 2.1 552 ± 77 114 ± 26 4.8

Figure 7. Stomata of Acer triflorum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 Control, B: Treatment of Asian dust, 5,000 μg·m−2).

Figure 6. Stomata of Sophora japonica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 Control, B: Treatment of Asian dust, 5,000 μg·m−2).

Figure 5. Stomata of Sophora japonica by light electron microscope (A: Control, B: Treatment of Asian dust, 5,000 μg·m−2). Dust

was found inside the Sophora japonica's stomata under heavy dust treatment. 



398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4호 (2009)

의 생육, 특히 광합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황사의 미

세먼지는 수목의 기공 개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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