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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우슬의 기원식물은 Achyranthes bidentata Blume이며 우리나라에도 분포하는 쇠무릎

의 경우 우슬 원종의 한 변종으로 A. bidentata var. japonica Miquel 취급되고 있다. 관

련 분류군으로는 A. aspera L., A. longifolia (Makino) Makino 등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우슬의 경우 이러한 분류학적 정보

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학명의 경우도 A. fauriei

H.Lev. & Vaniot(털쇠무릎), A. japonica (Miq.) Nakai(쇠무릎) 등 이명처리된 학명을 그

대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털쇠무릎도 약전에서 우슬의 기원식물로 취

급하고 있어 정확한 분류학적 검토와 위에 언급된 관련종들이 포함된 기원 검토가 이루

어어 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중인 약용식물자원의 기원을 판별하고 분류학적 검토

를 위하여 국내에 분포하는 우슬관련 자연집단에 대한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를 통해 관

련형질을 파악하고 다변량분석 등의 수리분류학 연구를 통한 분류학적 검토를 실시하려

고 한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樹友표본관(SNUA)과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

관(KH)에 소장된 쇠무릎[Achyranthes japonica (Miquel) Nakai 또는 A. bidentata var.

japonica Miq.] 및 털쇠무릎(A. bidentata Blume 또는 A. faurie H. Lév. et Vaniot.) 식물

표본 293점을 대상으로 식별과 분포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

◦ 실험방법

- 각 표본을 대상으로 쇠무릎 분류군의 중요한 식별 및 분류에 사용되는 형질을 비교

검토하여 형태변이를 이용한 수리분류학적 연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량형질을

선정하였다(Fig. 1).

- 형질 측정을 위한 화기와 잎은 모두 정단 부분의 대표적인 잎(대부분 가장 크기가

큰 잎을 중심)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정량적 형질에 대한 단변량분석과 통계적 분석은

R package(R Development Core Team, 2012)을 사용하였고 또한, 최소치, 최대치, 평균

을 각 형질별로 측정하였다. 다변량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실시하였고 3가지 주성분을 누적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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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presentative measured characters for

the morphometric analyses of Achyranthes bidentata
complex. (A) inflorescence, interfloret, membrane

Fig. 2. The Scatter diagrams from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Achyranthes bidentata complex. var.

bidentata(●), var. japonica(●).

Fig. 3. The box plot of membrane size of
Achyranthes bidentata complex.

Fig. 4. The box plot of inflorescence
size of Achyranthes bidentata complex.

실험결과 (Results)

- 외부형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쇠무릎분류군을 구별한 결과 주요 정량형질

중 화서의크기, 소화수간의 간격 및 소화수와 꽃줄기와의 각도는 두 분류군간에 큰 영

햐을 주지 못하였으나 열매의 막질의 길이와 털의 밀도는 두 분류군을 구별하는 주요

형질로 확인되었다.

- 주성분분석에 의하면 3개의 성분 eigenvalue 누적비율이 0.893 (ca. 89.3%)인 수치를

보여 기존의 연구들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Kim and Chang, 2002, Chang, 1994).

PC 1, 2와 3에는 각각 49.8, 31.7, 7.8%로서 주성분 축 1이 가장 높았다. 주성분 분석

을 바탕으로 각 주성분에 기여하는 주요형질을 다시 확인하여 이를 단변량분석을 실

시한결과 열매의 꽃받침사이에 위치한 막질의 길이와 털의 밀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

인반면, 화서의 길이 및 소화수의 간격 및 각은 유효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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