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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Bacterial abundance and community compositions have been examined in Asian dust events,

clarifying their impacts on public health.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bacterial community compositions and

viable bacteria in Asian dust particles in the Asian dust or non-Asian dust event of March 2016.

Methods: The dust samples were collected using the high volume air sampler or high volume cascade impactor,

and bacterial 16S rRNA genes were amplified using PCR, followed by pyrosequencing. Bacterial diversity

index, richness estimate and community composition in the particles were analyzed from the sequencing data

using Mothur softwar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versity and richness during Asian dust events were higher than them in

non-Asian dust events. The total bacterial community analysis showed that at the phylum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and Firmicutes were the most dominant of Asian dust events and non-Asian dust events. In

addition, the bacterial colony counts were higher during Asian dust event, comparing with non-Asian dust even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bacterial community and richness of Asian dust samples was more

complex and higher than non-Asian dust samples in Gyeonggi-do, Korea, which could affect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Thus, the continuous monitoring of Asian dust could be an alternative for managing airborne

bacteria.

Keywords: Asian Dust Event, Metagenomic, Airborne Bacteria, Bacterial Community

I. 서 론

최근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

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1-4) 이에 따라 우리의 건

강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 속 다양

한 입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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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원지의 사막화가 장기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봄

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

향 여부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황사는 몽

골과 북중국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바람이며, 산

업화 및 산림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된 중국 내륙을

필두로, 몽골, 만주 사막지대, 황하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미세한 토양입자가 대기를 타고 운반되는 자

연현상이다.5) 아울러 황사로 인해 발생된 미세한 토

양입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공업단지와 엄청

난 인구가 소비하는 화석연료 및 차량 배기 가스까

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 할 수 있다.6-9) 황사 문제는 단지 토양 또는 모래

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유세균 내에 존재하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및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10,11)

대기를 통해 넓은 범위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12-14) 황사발생이 결

막염의 발생빈도수 및 구균성 수막염에 미치는 영

향,15) 황사에 따른 인간 질병에 관한 결과 들이 보

고되었다.16) 이와 같이 황사 등 부유세균로 인한 피

해에 대해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황사 등

공기 중 내 부유세균 현황 파악에 대한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황사의 공기 중 내 존재하는 부

유세균 군집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황

사 발생에 따른 부유세균의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공기 중 내 시료 채취

황사 예보는 기상청을 참고하였으며, 경기도 고

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에서 모니터링

을 진행하였다. 시료 채취 시 다른 오염 물질의 영

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높은 곳에서 채취하기 위

해 건물 옥상으로 선정하였다. 시료채취는 황사 전

(2016년 3월 5일), 황사 (3월 6-8일), 황사 후 (3월

10일)로 구분하였고, 대용량 샘플러(TE-5170, Tisch

Environmental, Inc., USA)를 사용하여 700 L/min의

유량으로 Cellulose filter에 시료 채취를 진행하였

다. 데이터 분석 시 필터의 일부만을 활용하고 -20oC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Genomic DNA 추출

부유세균 군집 분석을 위해서 공기 중 시료로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각각 cellulose filter에

황사 전, 황사당일 그리고 황사 후에 채취 된 시료

는 Soil DNA extraction kit(MoBio Laboratories,

Carlsbad, C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사용하기 전

까지 -70oC에 보관하였다.

3. Pyrosequencing 및 분석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분석을 위한 과

정 중 DNA 추출 이후 16S rRNA 유전자 부위를

PCR을 통해 증폭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세균의 16S

rRNA 유전자 서열의 길이는 대략 1,500 bp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프라이머를 디자인

하였다. Vasileiadis et al. (2012) 연구 결과를 참고

하여 E.coli 16S rRNA 유전자의 Hypervariable

region의 가장 정확성이 높고 amplification bias의 영

향이 비교적 적은 부위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로운 프

라이머를 디자인하였다. NGS를 위한 PCR에 사용된

프라이머 서열은 517F : 5’ G C C A G C A G C

C G C G G T A A T ; 896R : 5 ' C C G T A C

T C C C C A G G C G G 이며, NGS 데이터는

mother라는 프로그램 (16S rRNA 유전자 서열 분석

을 위해 인용되는 생물 정보학 도구18)을 사용하여

황산 및 비황사 기간 공기 중 부유세균을 분석하였다. 

4. 임팩터를 이용한 공기 중 내 부유세균 채취

및 군집 분석

황사 기간 공기 중 내 시료를 임팩터 (Tisch Air

Pollution Monitoring Equipment, USA model TE

20-800)를 사용하여, 대용량 샘플러와 동일한 위치

에서 채취하였다. 일반적인 보통 실외 조건의 경우

5~10분 정도 공기를 채취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조

건으로 하였을 때 채취율이 낮았으므로 1회, 20분으

로 채취하였다. 이는 황사 발생시 최대한 많은 세균

포집하고 인체 영향이 있는 부유세균을 배양하여 분

리하고자 하였다. 고체 배지 (TSA (Tryptic soy agar))

에 세균을 포집하여, 병원성 및 일반 세균이 잘 성

장 할 수 있는 37oC에서 배양 하였다.19) 세균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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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후, 순수 분리된 균의 partial 16S rRNA 유전

자를 증폭하고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표준 데이터베

이스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GenBank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과 EzTaxon의 데이터베

이스를 비교하여, 분리된 부유세균의 속(Genus)을 확

인하였다. 

5. 황사 발원지에 따른 부유세균 분포 특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황사 기간 유입된 부유세균에 발

원지를 역추적하기 위하여 대기확산 컴퓨터 예측모

델인 HYSPLIT(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model) 모델을 사용하였고,20,21)

이는 한 위치에서의 대기 오염 수준이 다른 장소에

서 공기 오염 물질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

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립환경 예측센터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기상 예측 모델인 GDAS (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를 활용하여,22) 경기지역 2016

년 3월에 발생한 황사 발원지 및 유입 경로를 역

궤적 분석하였다. 시료 채취는 오후에서 다음날 오

전까지 24시간 동안 진행하였기 때문에 역궤적 분

석을 위한 기준 시간은 15 UTC (국내 시간 자정),

기준 높이는 50 m로 설정하고 역궤적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국내 황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발원지는

만주, 내몽골 그리고 황토지역 등으로 가정하였으

며, 유입경로는 육지 또는 바다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경기지역 2016년 3월의 황사 및 비황사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의 2016년 3월 황사 및 비

황사 기간에 공기 중 내 시료의 부유세균 군집을 분

석하였다. 황사 시기에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0시

간에서 24시간까지 1시간 별로 기상청 자료를 참고

하였다. 그 결과, 황사가 발생하기 전부터 미세먼지

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황사 당일에는 상대

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아울러 황사가 지

나간 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서서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경기지역 3월 황사의

부유세균에 다양성 지수를 개별적인 샘플의 함수를

통해 알 수 있는 OTUs(Operational Taxonomic Unit

species) 수의 증가를 설명하는 곡선인 rarefaction

curve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황사기간의 부유세균 시

료에 총 염기수(read)와 시퀀스가 획득된 수에 따른

OTUs 수의 증가 비율을 보여준다(Fig. 1). 황사가

발생했을 시에 황사 발생 전 3월 5일과 황사 발생

후 3월 10일에 비해 부유세균의 다양성이 높은 것

이 확인되었다. 이는 황사가 발생함에 따라 세균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울

러 황사기간의 부유세균 종 풍부도와 다양성 지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Chao1 estimate와 Inversed

simpson index로 확인하였다. 부유세균의 풍부도 및

다양성 지수는 황사 발생 전(3월 5일)에 비해 황사

가 발생한 3월 6일에서 7일동안의 다양성 지수가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옅은 황사가

지나가고 있는 3월 8일 이후와 황사가 지나간 3월

10일에는 다양성 지수와 종 풍부도가 감소되는 양상

을 보였다.

Fig. 1. Rarefaction curves of the Asian dust and non-

Asian dust event samples.

Fig. 2. Diversity index of the Asian dust and non-Asian

dust even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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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ylum 수준에서의 부유세균 군집 특성

경기지역 3월 황사는 황사 발생 전/후 및 황사 당

일 기간 별로 phylum 수준에서의 군집 분석을 진행

하였다. 황사 발생 전 3월 5일은 Proteobacteria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Acidobacteria,

Firmicutes가 다른 phylum에 비해 많이 검출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황사가 발생한 3월 6

일에서 8일에서는 Proteobacteria와 Actinobacteria 그

리고 Firmicutes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으며,

Cyanobacteria, Gemmatimonadetes, Chloroflexi 등

다양한 phylum이 나타났다. 반면 Acidobacteria가 황

사 전보다 많이 감소 되었다. 황사 발생 전 시료와

동일하게 Proteobacteria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Fig. 4). 마지막으로 황사가 지

나간 후 3월 10일 시료 분석 결과를 보면 황사 발

생 전 및 황사 당일 시료와 동일하게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그리고 Firmicutes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 되었으며, Actinobacteria 양이 황사 전과 황사

기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다(Fig. 5).

3. Genus 수준에서의 부유세균 군집 특성

황사기간 동안 phylum 수준 분석과 더불어 본 연

Fig. 3. Bacterial community at the phylum level (05-Mar-

2016).

Fig. 4. Bacterial community at the phylum level

(06,07,08-Mar-2016).

Fig. 5. Bacterial community at the phylum level (10-Mar-

2016).

Fig. 6. Bacterial communities at the genus level in the Asian dust (A) and Non-Asian dust event (B)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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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genus 수준에서의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

하였다(Fig. 6). 황사 발생 전/후 시료에서 각각 상위

10개의 genus를 분석해본 결과 Corynebacterium가 가

장 많이 검출 되었으며, Sphingomonas, Acinetobacter

순으로 검출되었다. 반면 황사 시료에서 상위 10개의

genus를 분석해 본 결과, Escherichia-shigella가 가장

많이 검출 되었고, 그 다음으로 Lautropia, Lactococcus

순으로 확인되었고, Streptococcus, Geodermatophilus,

Modestobacter 등 두 기간에 확인되는 부유세균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Escherichia-shigella의 경우 황

사가 발생하면 더욱 더 많이 증가되었다.

4. 황사 발원지 및 유입경로에 따른 부유세균 군집 변화

본 연구에서는 황사 발원지 또는 유입경로에 따른

부유세균 군집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HYSPLIT 모

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Fig. 7.에서

보면 내몽골 지역으로부터 발원하여 바다로 유입되

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유입지에 따른 부유세균

군집을 분석하여, 바다와 육지에서 각각 상위 20개

의 genus를 확인하였다(Fig. 8). 육지에서는 Dietzia,

Modestobacter, Sphingomonas, Geodermatophilus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고, 바다에 경우는

Fig. 7. The back trajectories originating at the sampling

site plotted HYSPLIT for 06 March 2016.

Fig. 8. Bacterial communities at the genus level in the land and sea for 06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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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zia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서

Modestobacter, Sphingomonas 순으로 확인되었다. 육

지와 바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확인된 것은 Dietzia, Modestobacter, Sphingomonas

그리고 Geodermatophilus가 있었다. 육지와 바다에

서는 확인되는 부유세균의 다양성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5. 황사기간 배양 부유세균을 이용한 군집분석

경기지역 2016년 3월 황사 기간에 임팩터를 이용

하여 공기 중 내 부유세균을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

로 채취를 진행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배지에 배양

후 분리하여 속(genus)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황사

(33종) 및 비황사(20종)기간에서 총 53종의 Genus가

확인 되었고, 황사기간에 분리된 부유세균 비율 중

Arthrobacter(18%), Bacillus(15%) 및 Psychrobacter

(12%)가 우점종이었다(Fig. 9 (A)). 비황사 기간에

는 Bacillus(25%), Chryseobacterium(20%) 및

Staphylococcus (16%)가 우점종으로 확인 되었으며

(fig. 9 (B)), Bacillus는 황사 및 비황사 기간에 나타

나는 다른 속들에 비해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황사 및 비황사 기간에 공기 중 내

부유세균 군집 특성을 분석하였다. 경기지역 2016년

3월 황사 기간 동안 황사 발생 전과 후 그리고 발

생하였을 때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 하였고, 최신

분자생물학적 기법인 NGS를 활용하여 공기 중 내

존재하는 부유세균 군집에 대한 메타지놈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이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던

2015년 황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도출되었

다.23,24) 추가적으로 배양된 부유세균 군집분석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황사 시료에서 문 (phylum)

수준의 분석 결과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Firmicutes 그리고 Cyanobacteria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기 중 내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

하는 Proteobacteria의 비율은 황사 기간 동안 상대적

으로 높게 확인 되었고, 황사의 영향으로 새롭게 유

입된 부유세균의 대부분이 Actinobacteria, Firmicutes,

Cyanobacteria 그리고 Sphingomonas 문(Phylum)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이

전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Proteobacteria가 황사기간

에 확인되었다.25)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결과들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황사기간에 평소보다 미세먼지가 더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비황사 기간의 일반적인 공기 중 내에

서 검출 되는 부유세균과는 다르게 새로운 부유세균

이 발견된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배양을 통하여 분리된 부유세균을 분석한 결과에서

는 황사 및 비황사 기간에 따른 뚜렷한 유의성을 찾

기는 어려웠다. 이는 배양 부유세균 연구의 특성상

제한된 배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임팩터를 사

용하여 포집 하였기 때문에 시간 및 포집양의 차이

Fig. 9. Relative abundance of bacterial genus in Asian dust(A) and non-Asian dust(B) even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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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유세균을 분리한

결과, 황사기간에 확인되는 속(genus)은 Arthrobacter

가 우점종이였으며, Bacillus는 황사 및 비황사기간에

공통적으로 확인되었고, Arthrobacter, Psychrobacter,

Chryseobacterium 그리고 Staphylococcus가 확인되

었다. 기존 선행 되었던 연구에서 Bacillus 와

Staphylococcus가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이 식중독과 질병을 유발 시킬 가능성이 있는 몇

몇 세균들이 확인되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

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

다.26,27) 황사 기간 내에 검출된 부유세균에 대한 주

발원지 및 특성 그리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

였고, 부유세균 군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황사 기간 내 채취된 시료로부터 군집을 분석한 뒤

채취시기에 따른 유입 경로 역추적이 가능하며, 2016

년 3월 황사의 발원지 역궤적 분석 결과 내몽골 지

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

로 부유세균 군집을 확인하였다. 황사 발생 시기, 기

상 요건 등 환경요인에 따른 황사 발원지 특성에 차

이를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군집 차이 변화를 확

인하여 유입되는 부유세균에 대한 영향 예측이 가능

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황사에 따른 발원지 및 유

입 경로의 부유세균 군집 및 황사기간 동안의 분석

결과들은 짧은 기간 내에 확인된 정보만을 담고 있

고, 이 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

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

한 결과를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공기 중 내 황사

및 비황사 기간의 부유세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2016년 3월 봄철 황사 기간의 공

기 중 내 부유세균 군집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

으며, 그 결과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 연계되어 추후

공기 중 부유세균에 대한 감시체계 형성 및 관리방

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황사 기간에 모니터링 된 부유세

균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황사 발생시 특이 부유세

균 마커(marker)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부유

세균 군집 분석법은 향후 유사 연구 진행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

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축적이 된다면 황사

기간의 부유세균의 경향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 만 아니라, 본 연구 진

행을 위해 활용된 최신분자생물학적 기법 및 분석법

등은 향후 진행될 다양한 유사 연구 개발에도 활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지놈 분석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황사 기간 중 공기 중

내 부유세균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황사 발생 시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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