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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풍나무속에 흔하다고 알려진 이형자웅이숙현상을 파악해 보고자, 원주지역에 생육 중인 뜰단풍(Acer palmatum

var. matsumurae) 101주를 대상으로 성 형태, 결실특성 및 종자활력에 대하여, 2010년 4월 초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조사하였다. 101주의 뜰단풍 중에서 74개체(73.3%)에서는 수꽃이 먼저 개화하고, 암술은 흔적기관인 雄 先熟개체

(Protandrous, PA)였으며, 27개체(26.7%)는 암꽃이 먼저 개화하고, 수술이 소실되는 雌 先熟 개체(Protgynous, PG)로

뜰단풍은 이형자웅이숙(異型雌雄異熟: heterodichogamy)하는 것이 밝혀졌다. 성형태에 따른 화서당 꽃 수와 종자  수

는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웅예선숙 개체가 자예선숙 개체보다 많았다. 건전종자와 부후종자의 비율에서는

성 형태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건전종자의 비율이 웅예선숙 개체에서 46.4%였으며, 자예선숙 개체에서

는 65.6%로 나타났다. 부후종자의 비율은 웅예선숙 개체에서는 49.6%였으며, 자예선숙 개체에서는 23.6%로 나타났

다. 성형태간의 부후종자율의 차이는 암꽃의 개화시기와 종실가해 해충들의 활동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To examine the sex morph, fruiting characteristics and seed viabilities of Acer palmatum var. matsumurae

(Koidz.) Makino, the flowers and seed-sets of 101 trees were collected from early April to late October 2010,

and floral structure and seed viability were studied. Among investigated 101 trees, 73.3% of trees were

protandrous (PA: pollen is shed before stigmas are receptive) and 26.7% were protogynous (PG: stigmas are

receptive before pollen is shed). Acer palmatum var. matsumurae has heterodichogamous sexual system. Number

of flowers and seed-sets per inflorescenc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 morphs, and PA has more

flowers and seed-sets per inflorescence than PG. Rates of sound seeds and decayed seed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 morphs. Rates of sound seeds were 46.4% in PA, but 65.6% in PG. and rates of decayed

seeds were 49.6% in PA, but 23.6% in PG. The differences of decayed seeds' rates between sex morphs might

be related with the timing of pistil flower blooming and insect pests'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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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화식물의 6% 정도가 이가화이나, 식물분류군의 절반

정도의 과(Family)에서 이가화가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Renner and Ricklefs, 1995). Darwin(1877, 재인용 Gleiser

and Verdu, 2005)이 동일 종에서 화기구조가 서로 다름을

보고한 이후 진화생물학자들은 현화식물에서 이가화가 어

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Charlesworth

(1999)는 현화식물이 진화하는 과정은 암, 수꽃의 일가화

또는 양성화로부터 웅성화 양성화 또는 자성화 양성화를

거쳐 이가화로 진화한다고 설명하였다. Tal(2009)은 시카

모어 단풍(Acer pseudoplatanus)은 2가화로 진화하는 경로

로 이형자웅이숙(異形雌雄異熟: heterodichogamy)을 하며,

웅예선숙 개체(Protandrous)와 자예선숙 개체(Protgynous)

로 나뉘어 있으며, 이 두 형태의 개체들은 동시에 개화하

나 상호수분을 함을 보고하였다. Gleiser et al.(2008a)은

웅예선숙형과 자예선숙형 간의 이류교배하는 유럽단풍(A.

opalus) 집단에서 자예의 적응성 감소는 성결정의 특성화

를 유도하여 이형 성결정의 결과를 낳으며, Shibata, et

al.(2009)은 이형자웅이숙 단풍(Acer mono)에서 동종의 성

체밀도가 높을수록 수분성공율이 높으며, 집단밀도가 높

으면 종자식해와 부후종자율이 높았으며, 자예선숙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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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gynous)가 웅예선숙 개체(Protandrous) 보다 미성숙

종자의 탈락율이 낮았으며, Wada and Ribbens(1997)는

뜰단풍(Acer palmatum var. matsumurae)의 치수발생 패

턴을 조사하여, 건전종자는 불량종자에 비하여 더 멀리

비산하며, 대부분의 치수는 모수로부터 14.3 m 이내에

발생하며, 광선과 gap은 치수발생에 큰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Pannell and Verdu(2006)와 Gleiser and Verdu

(2005) 등은 이가화로 진화하는 경로를 분석하여 이형자

웅이숙 집단에서 보다 쉬이 이가화로 진화함을 보고하

는 등의 이가화로의 진행과정을 연구하는데 관심이 높

은 실정이다. 

특히, Renner et al.(2007)은 북반구에 분포하는 단풍나

무속 124종의 대부분은 일가화이나 13종은 이가화이고,

일가화는 자웅이숙, 이중 자웅이숙 및 이형자웅이숙하며,

이들 중 이가화는 계통분류학적으로 에오세기 후반이나

올리고세에서 분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성 형태(sex

morph)가 다양하고 변이가 많은 단풍나무류는 한·중·

일의 극동아시아에 80% 정도가 분포하며, 단풍나무류에

대한 이가화로의 진화과정을 국외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

면 청시닥나무는 이가화, 산겨릅나무는 일가화 또는 이가

화, 복장나무는 잡성, 양성 또는 이가화, 뜰단풍은 수꽃과

양성화가 섞여난다고 기록할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원주지역에 생육 중인 뜰단풍(Acer

palmatum var. matsumurae) 101주를 대상으로 성 형태,

결실특성 및 종자활력을 파악하고자 2010년 4월 초순부

터 10월 하순까지 화기구조, 과수 및 종자활력을 검사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화기 조사

원주 시내 일원- 우산동 상지대학교 구내, 명륜동 치악

예술관 및 원주시민 체육센터에 생육중이며 개화한 뜰단

풍 101 개체목에 대하여 위치와 생육상태를 2010년 4월

초순부터 조사 파악하고 개화가 시작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3-4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개체목의 화기구조

를 조사하고 필요시 채취하여 화서 당 꽃수를 세고, 화기구

조를 10-80X 실체현미경(V8 Discovery, Zeiss, Germany)

하에서 관찰하고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지속적인 개

화조사에서 먼저 수꽃이 개화하고 동일 화서에서 7일정도

늦게 암꽃이 개화한 개체를 웅예선숙(雄 先熟,

Protandrous, PA) 개체라, 먼저 암꽃이 개화하고 동일 화서

에서 7일정도 늦게 수꽃이 개화한 개체를 자예선숙(雌 先

熟, Protog- ynous, PG) 개체라 판단하였다. 

2. 시과 조사

원주 시내 일원에 생육중인 5월 중순까지 개화가 확인

된 뜰단풍 101 개체목 중에서 결실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웅예선숙 개체(Protandry) 10본, 자예선숙 개체(Protogyny)

10본, 총 20본의 개체목에서 2010년 10월 20-21일에 개체

목당 10개씩의 과수를 채취하여 과수 당 시과 의 수를

측정하였다. 수종 및 성 형태별로 400립(50립 × 4 반복 ×

2성 형태)의 시과를 임의표본하여 세로로 절단하여 시과

활력을 측정하고, 배의 구조를 10-80X 실체현미경 하에서

관찰하고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배의 활력은 건전한

배, 미발육 배, 쭉정이(무배) 및 부후된 배 등의 4 수준으

로 분류하였다.

3. 통계 분석

화서 당 시과 의 수와 시과의 활력 측정치는 성 형태

간 평균비교와 유의성 검증은 SPSS(Ver 10.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뜰단풍의 개화특성과 성 형태

원주지역에서 뜰단풍는 4월 중순부터 개화하며, 개체별

개화시기도 변이가 심하였다. 생육환경 특히, 온도나 광선

조건이 좋은 곳에 생육 중인 개체가 일찍 개화하고 있었

다. 일부 개체의 경우 생육환경의 부적합이나 이식 등의

영향인 듯 개화하지 않는 개체들도 관찰되었다. 

뜰단풍의 개화가 시작된 4월 중순부터 101주의 개화한

뜰단풍 중에서 74주(73.3%)에서는 수꽃이 먼저 개화하는

웅예선숙(Protandrous, PA; Figure 1, A) 개체였으며, 수꽃

에는 성장하지 않는 자방이 흔적(vestigial pistil)으로 남아

있고, 8개의 수술 중에서 5개 긴 수술대의 꽃밥이 먼저 성

숙하고 3개의 짧은 수술대의 꽃밥은 나중에 성숙하였다

(Figure 1, B, C). 나머지 27개체(26.7%)는 암꽃이 먼저 개

화하는 자예선숙(Protogynous, PG; Figure 1, D) 개체였으

며, 자예선숙 개체에서는 어린 자방의 자람에 따라 8개의

수술은 화분공급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실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 뜰단풍 암꽃은 암술머리가 둘로 갈라지며 꽃받침

의 가운데에 날개부분이 형성된 채로 자방이 발달하며, 암

술이 먼저 성숙하여 수분하고(Figure 1, E, F) 자방 주위에

8개의 같은 길이의 수술대에 꽃밥이 달려있으나 헛수술

(僞雄 ; staminode)로 기능을 나타낼 수 없도록 암술의 수

분 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시드는 것이 관찰되었다. 

뜰단풍은 이미 단풍나무류에서 기보고된 이형자웅이숙

의 자가수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1)의 고로쇠나무와

Gleiser and Verdu(2005)의 단풍나무(Acer palmatu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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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웅이숙 한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시카

모어 단풍(Tal, 2009), 유럽단풍(Gleiser et al., 2008a),

Acer mono(Shibata, et al., 2009), 및 Acer japonicum(Sato,

2002) 등과 같이 단풍나무 속에서는 광범위하게 보고된 2

가화로 진화하는 경로로 이형자웅이숙(heterodichogamy)

을 한다는 보고들과 같은 경향이라 판단된다. 

개화가 시작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성 형태별로 화

서당 꽃수, 10월 20일 화서당 종자  수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보였다. 화서당 꽃수나 시과  수는 성형태 간

고도의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웅예선숙 개체가

자예선숙 개체보다 화서당 꽃수나 시과 이 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단풍(Acer opalus)에서

웅예선숙 개체가 자예선숙개체보다 수분 성공율이 높다

는 보고(Gleiser et al., 2008b)와 같은 경향이라 사료된다.

봄철의 화서당 꽃수는 평균 9.71개로 많았으나, 가을의 종

자  수는 평균 3.58 개로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식

물은 흔히 비산 전 피식으로 소실되는 열매를 보상하도록

많은 꽃을 피운다는 Crawley(2000)의 설명과 부합되는 결

과라 판단된다. 웅예선숙 개체(PA)는 59.61%의 꽃이 소실

되었고, 자예선숙 개체(PG)에서는 68.66%의 꽃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hibata et al.(2009)이 Acer

mono에서 PG가 PA보다 미성숙 종자의 탈락율이 낮았다

는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수

꽃과 이형자웅이숙하는 개화특성으로 수분에 실패한 암

꽃, 개화기에 진사진딧물과 나무이 등의 가해로 인한 배

의 조기부후가 다수의 시과 을 조기낙과하게 하는 원인

이라 사료된다. 뜰단풍과 Acer mono 간의 성 형태별 종자

탈락율 차이는 암꽃 개화시기와 종실가해 해충들의 활동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뜰단풍의 성형태별 시과  수와 종자활력

배의 상태에 따른 성 형태 간 종자활력 검사결과를 Table

2에 보였다.

배의 상태에 따른 뜰단풍 종자활력의 조사결과, 건전종

Figure 1. Inflorescence and the flower of  A. palmatum var. matsumurae. A: Protandrous inflorescence, B: Male flower with five
long and three short filaments, C: Male flower with ripened anther, D: Protogynous inflorescence, E: Female flower with eight
staminoides, F: Female flower with pollinated stigma and eight staminoides.

Figure 2. Cross sectional view of A. palmatum var. matsumurae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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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부후종자의 비율에서는 성형태 간의 통계적 유의성

이 인정되었고, 미발육과 쭉정이 종자에서는 성형태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PA에서 건전종자의 비

율이 46.4%였고, PG에서는 65.6%(15.2/50)로 나타나 평균

56%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10)이 고로쇠나무

채종종자에서 평균 13%가 건전종자임과 Kim and Lee

(2010)은 낙하종자의 활력을 검사하여 고로쇠나무 종자의

6.6% 정도가 건전종자였음을 보고한 것보다는 높은 비율

이었다. 이와 반대로 부후종자의 비율은 PA에서는 49.6%

였고, PG에서는 23.6%로 나타나 평균 36.6%였다. 고로쇠

나무 Kim(2011)의 검정긴꽃바구미에 의한 천공피해, 고로

쇠나무, 우산고로쇠, 당단풍나무 및 부게꽃나무 종자에서

와 같은 천공(Kim and Kim, 2010) 피해가 뚜렷하지 않음

에도 배가 부후한 종자가 평균 36.6%로 나타난 것은 개화

초기에 뜰단풍을 가해하는 진사진딧물와 나무이에 의한

어린 자방의 흡즙피해와 2차적인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으

로 인한 부후로 추정된다(Figure 3). 성형태간의 부후종자

율의 차이는 뜰단풍 암꽃 개화시기와 종실가해 해충들의

활동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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