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97, No. 6, pp. 576~581 (2008)

576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채취산지별 물푸레나무 종자의 온도에 대한 발아반응 비교

최충호1
*·서병수2·탁우식3·조경진3·김장수3·한상억3

1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2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3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Comparison of Seed Germination Response to Temperature 
by Provenances in Fraxinus rhynchophylla

Chung Ho Choi1
*, Byeong Soo Seo2, Woo Sik Tak3, Kyung Jin Cho3,

Chang Soo Kim3 and Sang Urk Han3

1Gyeonggi-do Forest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Osan 447-290, Korea
2Faculty of Forest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3Department of Forest Genetic Resource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uwon 441-847, Korea

요 약: 산지별 물푸레나무 종자의 산지이동시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예측하고 직파조림 및 포지양묘 시 최
대의 발아효과를 얻고자 5~35oC의 범위에서 온도에 대한 발아반응을 조사한 결과, 발아율, 발아속도에서 채취산지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인제에서 채취한 종자가 저온(5~15oC)에서 발아율이 우세하였으며, 고온(30~35oC)에서는 강릉의
종자가 우세하였다. 또한 발아율 값에 의한 2차 회귀식 모델에서 도출된 기준온도, 최대온도 및 적정온도는 4개 산
지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인제가 가장 낮았고 강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아속도에 근거한 주요 온도 추정 모
델 역시 산지간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준온도의 경우 횡성이 가장 낮았으며 강릉이 가장 높았다. 최대온도 및 적
정온도는 인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역시 강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발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온도들의 경
우 저온산지보다 비교적 고온인 산지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유묘생산을 위한 파종시 주요 온도를 고
려할 때 2차 회귀모델과 선형모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유묘생산시의 목표에 달려있다. 즉 유묘생산량에 초점
을 두었다면 2차 회귀모델을, 출현속도나 균일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선형모델을 선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germination responses of Fraxinus rhynchophylla seeds collected from four provenances to
constant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over the range 5~35oC. Difference among seeds in percentage and rate
of germination and cardinal temperatures was observed. The seeds from Inje had high germination percentage
at low temperature (5~15oC) whereas those from Gangneung had high germination percentage at high
temperature (30~35oC). Three cardinal temperatures viz., the base (Tb), the maximum (Tm) and the optimum (To)
for germination percentage and germination rate varied among four provenances. Tb, Tm and To for F.
rhynchophylla seed germination as estimated by the quadratic models were the lowest in Inje while those were
the highest in Gangneung. The cardinal temperatures (Tb, Tm and To) were estimated by linear sub- and supra-
optimal models for germination rat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response. Tb was the lowest in Hoengseong
while that was the highest in Gangneung. Tm and To were the lowest in Inje while those were also the highest
in Gangneung. That is, the seeds from the provenance where the annual mean temperature was high had the
higher cardinal temperatures (Tb, Tm and To) as compared to seeds from the provenance where the annual mean
temperature wa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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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은 서식지의 다양한 환경요인, 특히 온도 변화에 적

응하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며, 이 온도 요

인은 종자의 발아에서부터 생장과 결실에 이르기까지 생

존에 큰 영향을 준다. 즉, 각각의 식물들은 그들이 처한 서

식지 환경과 온도변화에 적응, 순화하며 생장하고 번식한

다(이호준 등, 1995). 고등식물에 있어 번식의 첫 단계는

종자의 성공적인 발아와 유묘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는 그 종의 분포와 생존, 번식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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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eedchoi@gg.go.kr



채취산지별 물푸레나무 종자의 온도에 대한 발아반응 비교 577

때문이다(Thompson, 1970). 종자발아를 조절하는 환경요

인 중 온도는 온대지역에 있어서 발아시기를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이러한 발아시기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생리적 기작이 존재함이 입증되었

다(Bewley와 Black, 1982; Washitani와 Takenaka, 1984;

Baskin과 Baskin, 1985, 1988).

대부분의 식물 종에 있어서 종자는 집단 및 산지 간 또

는 개체 간에 다양한 발아력을 나타낸다(Benowicz 등,

2000, 2001; Gera 등, 2000; Sivakumar 등, 2002;

Thomsen과 Kjær, 2002; Mkonda 등, 2003). 이러한 변

이의 원인으로서 일부는 유전적 origin 때문일 수 있지만

대부분 종자가 성숙되는 산지의 조건 때문으로 알려져 있

다. Gutterman (2000)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종자의 발아

력은 종자가 성숙할 동안의 모수(mother tree)의 나이, 종

자의 위치 등 모수적 요인(maternal factor)을 비롯하여 일

장, 온도, 광질, 고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뚜렷하

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발아율, 종자활력 등의 종자특성과 관련된 산지간 변이

의 자료는 집단유전을 위한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고품질

의 유묘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다

른 산지나 다른 고도에서 종자를 채취하였을 때 활력이나

발아율, 유묘생장 및 biomass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Isik, 1986; Todaria와 Negi, 1995;

Chauhan 등, 1996).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 조림을 위

한 종자채취는 국가관리체계로 전환되어 각 지방산림청 및

시·도가 채종림 또는 채종임분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하

고 저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OECD/CFRM 규범에서

는 번식자원의 최소 요건으로서 종자산지의 경우 산지가

확인(source-identified)되었거나 선발(selected)된 임분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번식자원의 기본재료로서 최소조건의 하

나는 그 산지의 생태적 조건에 잘 적응하고 있을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OECD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2007).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산지간 종자이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종자 및 발아특성에 대한 산

지간 변이가 구명된다면 무분별한 종자 산지이동에 따른

득묘율의 감소를 막고 건전한 산림육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는 물푸레나무과

(Ole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서 우리나라 전역

에 분포한다(김태욱, 1999). 그 수피는 진피라고 불리우며

눈병과 이질 등에 특효약으로 사용되었으며 소염, 수렴,

해열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창민 등,

1998). 목재는 나이테가 뚜렷하고, 무겁고 단단하며 탄력

이 좋아 운동기구재로 많이 쓰인다. 그 외에도 가구재, 합

판재, 차량재, 펄프재로 좋으며, 수피는 염료용으로도 이

용되고 있어 우수한 물푸레나무의 육성·조림이 필요하

게 되었고 2006년 현재 수종별 조림실적에 있어 활엽수

내에서 상수리나무, 자작나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조림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산림청,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산지별 물푸레나무 종자의 온도에

대한 발아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산지이동시 종자의 생태

적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예측하고 직파조림 또는 포지

양묘 시 최대의 발아효과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충북 충주, 강원 횡

성, 강릉, 인제의 채종임분에서 채취한 물푸레나무 종자를

각각 이용하였으며, 각 산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온도는

Table 1과 같다.

2. 발아반응 조사

산지별 종자의 온도에 대한 발아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5, 10, 15, 20, 25, 30, 35oC로 설정된 chamber에 50

립씩 4반복으로 치상하였다. 실험은 24시간 광조건에서 수

행되었으며 매일 발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유근이 2

mm 이상 신장된 것을 발아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10일

Figure 1. Location map of seed collection sites.
① Chungju, ② Hoengseong, ③ Gangneung, ④ Inje

Table 1. Change of annual mean temperatures for the latest
five years in four provenances.                                          (unit : oC)

Year Chungju Hoengseong Gangneung Inje

2003 11.6 10.9 12.7 10.1
2004 12.4 11.4 14.1 10.7
2005 11.2 10.4 12.9 10
2006 11.5 11.4 13.1 10.6
2007 12.11 11.5 13.9 11.3

Mean 11.8 11.1 13.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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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더 이상 발아하지 않는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하였다.

발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아율(germination percentage)

과 상대 발아율(relative germination percentage), 발아속도

(germination rate)를 산출하였다(Ren과 Tao, 2004). 이때 상

대 발아율을 계산하기 위한 종자의 활력은 1%의 tetrazolium

용액에 절단된 종자를 치상하여 24시간 경과 후 조사하였

다. 발아속도는 누적발아곡선의 percentile 값이 90%가 되

는 일수의 역수로 계산하였다. 또한 종자 발아에 있어 중요

한 온도조건인 기준온도(base temperature, Tb), 최대온도

(maximum temperature, Tm), 적정온도(optimum temperature,

To)를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발아율을 이용한 2차 회귀

분석모델과 발아속도를 이용한 선형 회귀분석모델로서 비

교하였다(Hardegree, 2006a,b; Hardegree와 Winstral, 2006).

결과 및 고찰

충주 등 4개 산지에서 채취한 물푸레나무 종자를 온도

별로 치상한 결과, 발아율에 있어 각각 온도조건에서 차

이를 나타내었다(Figure 2). 충주의 경우 20oC에서 35.3%

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35oC에서 7.3%로 가

장 낮았다. 횡성에서는 15oC에서 72.9%의 발아율로 가장

높았던 반면 35oC에서는 8.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

다. 강릉은 충주와 마찬가지로 20oC에서 가장 높은 발아

율을 나타내었으나 5oC에서 가장 낮은 발아율을 나타내

어 고온보다 저온에서 취약함을 드러내었다. 연 평균 기

온이 가장 낮은 인제의 경우 10oC와 15oC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35oC에서 가장 낮은 발아율을 보

였다. 또한 30oC에서도 8.7%를 보여 대체적으로 30oC 이

후 발아율이 급감하던 타 산지에 비해 인제가 더 고온에

대한 내성이 약함을 보여주었다.

온도는 대부분 종에 있어서 발아율과 발아속도를 결정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eydecker, 1977; Bewley와

Black, 1982), 종자의 발아율은 대개 특정한 온도범위 내

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매우

급격히 감소한다고 한다(Thompson, 1970). 또한 종자 발

아의 온도 선택은 종에 따라 다양하며, 같은 속의 식물에

서도 발아 적온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Allium 속 식

물의 경우 온난형은 20~25oC를 발아적온으로 하는 반면

한냉형은 5~13oC를 발아적온으로 한다. 이와 같이 온도에

대한 발아 반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종자 내 물질대사

의 질적·양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靑葉, 1967).

온도에 따른 발아율을 산지간 비교하기 위해 상대 발아

율을 조사한 바, 5oC에서는 횡성의 종자가 25.6%로 상대

Germination percentage = 

Number of germinating seeds
 × 100

Number of seeds initiated

Relative Germination percentage = 

Number of germinating seeds
 × 100

Number of viable seeds initiated

Figure 2. Germination (%) of Fraxinus rhynchophylla seed by provenances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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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주의 종자가 14.4%로 가장 낮

았다. 10oC와 15oC에서는 인제가 각각 81.7%,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충주가 각각 33.3%, 52.2%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oC 이상의 온도에서는 강릉이

상대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주와 인제가 낮

은 수치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인제의 종자가 저온(5~15oC)

에서 발아율이 우세하였으며, 고온(30~35oC)에서는 강릉

의 종자가 우세하였다(Table 2). 한편, 여러 온도 범위에

대한 민감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강릉>횡성>충주>인제

순으로 온도에 대한 적응성을 나타내었다. 강릉은 변이계

수 44.4%로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여 발

아한 반면, 인제는 76.0%로 온도간 변이 폭이 심하였다.

산지간 변이는 30oC에서 60.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15oC에서 18.8%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즉, 발아환경이

15oC일 경우 산지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

로 모든 산지에서 유사한 발아율을 나타내며, 30oC일 경

우 고온 산지의 종자는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는 반면 저

온 산지의 종자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산지별 발아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산지별 종자의 온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자 발아율

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회귀식, r2값, 주

요 온도는 Table 3과 같다. 4개 산지 모두 r2값은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기준온도(Tb)는 -0.9~3.0oC

로 산지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인제가 -0.9oC로 가장 낮

았으며 강릉이 3.0oC로 가장 높았다. 최대온도(Tm)에서도

인제가 34.0oC로 가장 낮고 강릉이 36.9oC로 가장 높았는

데, 이는 Marisol과 Johnson(2008)이 미국 North Dakota

지역에서 관목인 Cuphea 종자를 조사하였을 때 나타난

33.1~37.2oC 보다 변이 폭이 좁았다. 2차 회귀식에서 도출

된 적정온도(To) 역시 16.6~20.0oC로 다양하였는데, 인제

가 가장 낮은 반면, 강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 결과

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체로 연 평균 기온이 낮은 지

역이 기준온도, 최대온도 및 적정온도가 낮고 연 평균 기

온이 높은 지역이 기준온도, 최대온도 및 적정온도가 높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종자의 온도에 대한 발아 반응은

종에 따라 분포지에 따라 적정온도가 달라지는데, 열대지

방에 분포하는 식물은 대부분 적정온도가 높고 한대지방

에 분포하는 식물은 적정온도가 낮다(田川, 1982). 또한 동

일 종간에도 분포지에 따라 온도에 대한 발아 반응에 변

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Grime 등, 1981; 이호준,

1979), 이호준(1991)은 종자의 이러한 변이를 여러 환경에

서 생존하기 위한 생태적 전략이라고 하였다. Sterns와

Olson(1958)도 위도가 다른 두 지역에 분포하는 Tsuga

canadensis 종자의 경우 온도에 따른 발아 반응이 다르다

고 하였으며, Peacock과 McMillian(1965)도 위도가 다른

Prosopis 속 식물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한 결과 발아에 생

태적 변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산지간 종자 반

응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 Tekrony(2003)는 종자 발아

및 활력이 종자가 충분히 건조된 생리적 성숙 후의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Bewley와

Black(1994) 및 Gutterman(1992)은 각각 집단의 유전적 특

성과 모수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발아속도에 근거하여 주요 온도를 추정하는 선형모델

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지 간에 다양하게 나타

났다. 기준온도는 횡성이 2.1oC로 가장 낮았으며, 강릉이

3.2oC로 가장 높았다. 최대온도에서는 인제가 36.9oC로 가

장 낮았고, 강릉이 39.1oC로 가장 높아 산지 간 순위에서

는 앞에서 언급했던 2차 회귀식 모델과 유사하였다. 적정

온도 역시 17.6~26.0oC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인

제가 가장 낮고 강릉이 가장 높아 산지간 순위에서 2차 회

귀식 모델과 유사하였다. 앞의 2차 회귀식 모델과 비교하

Table 2. Relative germination (%) of F. rhynchophylla seed by provenances at different temperatures.

Temperature (oC) Chungju Hoengseong Gangneung Inje C.V.

5 14.4±1.9 25.6±3.4 16.0±4.6 20.9±4.5 26.4
10 33.3±3.3 74.0±3.4 56.0±6.9 81.7±3.0 35.1
15 52.2±8.4 79.9±3.4 77.0±6.2 80.8±4.5 18.8
20 58.9±6.9 74.0±5.5 93.0±6.0 59.1±7.5 22.6
25 41.1±7.7 64.5±4.6 66.0±5.2 44.3±4.5 24.2
30 20.0±3.3 36.6±3.4 52.0±6.2 11.3±4.0 60.2
35 12.2±5.1 9.5±1.3 22.0±4.6 6.1±1.5 54.9

C.V. 54.6 53.2 44.4 76.0

Table 3. Quadratic regression equations, r2 value and cardinal
temperatures (Tb, Tm and To) for influence of temperature on
F. rhynchophylla seed germination in four provenances.

Provenance Regression equations r2 Tb
a Tm To

Chungju y = −0.109x2 + 4.18x−9.1 0.82* 2.3 36.0 19.2
Hoengseong y = −0.24x2 + 8.69x−6.6 0.92* 0.8 35.4 18.1
Gangneung y = −0.194x2 + 7.75x−21.7 0.92* 3.0 36.9 20.0
Inje y = −0.174x2 + 5.76x + 5.3 0.73* -0.9 34.0 16.6
aBase (Tb), maximum (Tm), and optimum (To) temperatures (oC),
respectively.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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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기준온도나 최대온도는 선형모델에서 산지간 변

이폭이 좁게 나타난 반면, 적정온도는 선형모델에서 변이

폭이 더 넓게 나타났다. 또한 2차 회귀식 모델과 선형 모

델에서 각각 도출된 주요 온도를 비교하였을 때 기준온도

는 강릉에서, 최대온도는 충주에서, 적정온도는 인제에서

차이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인제는 기준온도 및 최대온

도에 있어서 2차 회귀식 모델과 선형모델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적정온도에 있어서는 강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유묘생산을 위한 종자 파종시 발아를 위한 주요 온

도를 고려 할 때 2차 회귀모델과 선형모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유묘를 생

산하고자 할 때의 목표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유묘의

생산량에 목표를 두었다면 유묘 출현 속도가 늦거나 다소

불균일할지라도 2차 회귀식에 근거한 모델을 선택함이 옳

을 것이며,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고 유묘의 출현 속도나

균일성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인 선형모델을 선택함이 바

람직하다고 사료된다. Hardegree(2006a)와 Marisol과

Johnson(2008)의 연구에서도 위 2가지 모델에 대해 발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온도를 예측할 때 이용한다고 하

였으며, 다만 발아속도의 예측이 주(主) 목적인 연구에서

후자의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온도는 식물생육 뿐만 아니라 종자 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후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각 산지 간

에는 온도를 비롯한 기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각 산

지마다 종자 채취를 위한 모수의 환경이 다르고 종자가

발아하는 환경 조건 역시 차이가 있다. 환경부(2007)가 현

재의 지구온난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기온은 2000

년 대비 1.2oC 상승하며, 연평균기온이 2oC 상승할 때 산

림기후대는 위도상 150~550 km, 고도는 150~550 m 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에 직면한 현실에서 미래 산림자원의 원활한 조

성을 위해서는 종자 발아에 미치는 온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OECD/CFRM 규범에서 번식자원의 기본재료로서 최소 조

건의 하나는 산지의 생태적 조건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발생하고 있는 종자의 산지

이동시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사한 생태적 조건을 갖춘 산

지임을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

이 산지간 종자의 발아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여

러 가지 다양한 모델을 통한 주요 온도에 대한 산지간 변

이의 구명과 적정 조건의 제시 등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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