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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의 집단간 및 집단내 개체간 종자 및 발아특성에 대한 변이를 조사하였다. 4개

의 천연집단으로부터 구과를 채취하여 종자품질 7가지와 발아특성 3가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충실율과 종

자활력(TTC)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성들에서 집단간 및 집단내의 개체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충실율,

발아율 및 발아속도에 대한 변이계수 값(43.5~57.2%)은 다른 특성들(11.0~28.3%)에 비해 변이폭이 컸다. 발아패턴을

보면 종자 파종 후 17일부터 최초 발아가 시작되었으며 79일 이후에는 더 이상 발아가 진행되지 않았다. 발아율은

덕유산집단(8.5%)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며 39.7~47.7%까지 다양하였다. 이때의 평균발아일수는

38.1~43.6일, 발아속도는 0.98~1.39개/일로 나타났다. 특히 구상나무의 종자 및 발아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충실

율이 높을수록 발아율이 높고 발아속도가 빠른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반면 평균발아일수는 짧게 걸리는 부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seed and germination characteristics among

populations and among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s of Abies koreana Wilson distributed in Korea. Cones was

collected from 4 natural populations and their seven seed qualities as well as three germination behaviors was

measured and tested.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opulations as

well as among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s in 8 traits except for percentage of sound seeds and seed vigor.

Coefficients of variation in percentage of sound seeds, germination percentage and germination rate is relatively

high (43.8~57.2%) compared to other traits (11.0~28.3%). The germination of seed started on the seventeen day

after sowing and it was completed within seventy-nine days. The final seed germination capacity was found

high except for Mt. Duckyu (8.5%) and varied from 39.7% to 47.7%. Mean germination time ranged between

38.1 and 43.6 days and germination rate varied from 1.98 to 1.39 ea./days. As a result of simpl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eed characteristics and germination characteristics, the percentage of sound seed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germination percentage and the germination rate bu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mean germin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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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산림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산림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변화 가

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산 정상부

근의 구상나무 등은 소멸 가능성이 높으며 산림쇠퇴현상

을 보이고 있어 유전자원 보존 및 육종전략 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산림청, 2009). 

구상나무(Abies koreana Wilson)는 우리나라 고유 특산

종이며 희귀식물로서 세계자원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분류 범주에 약관심종(NT:

Near Threatened)으로 등재되어 있다(IUCN, 2010). 생육범

위가 한반도 남부지역의 덕유산 이남의 해발 1,000~2,000

m 지역의 고산지대에 한정되어 있는 상록교목으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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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 m에 달한다. 분비나무와 비슷하지만 수형이 피라미

드형으로서 수피가 거칠며, 구과의 포가 밖에 나와 뒤로

젖혀지는 것이 다르다. 어릴 때는 조경수나 크리스마스 장

식용으로 이용되며, 재질은 물론 목재의 가치가 뛰어나 고

급가구재, 건축재, 펄프재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

창복, 1980, 1990). 

구상나무는 고산지대에만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어 기

후변화 등에 민감한 수종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CBIS: 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수종으로 선정되어 있다(환경부 국립생

물자원관, 2010). 기온이 상승하면 구상나무 분포지가 다

른 수종이 생육하기에 적합해지고 그 결과 구상나무는 경

쟁력을 잃게 되어 분포지가 더욱 축소될 것이며, 이것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자생지 전체에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은식, 1994; 구경아 등, 2001). 구상

나무의 생육현황을 보면 한라산 지역의 8.1%, 지리산 지

역 12.2%, 덕유산 지역 18.2%가 고사목이었으며, 생육중

인 구상나무의 활력은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순으로 양

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갑태와 추갑철, 2000). 구상

나무 천연림의 감소는 최악의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멸종

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집단처럼 보존이 시급한 경우 미

리 종자를 수집하여 증식하는 현지외(ex situ)보존에 의

존하게 된다(Maxted et al., 1997; 국립산림과학원,

2008). 그러므로 현지외 보존을 위한 종자수집 및 실생

번식을 위해서는 임목종자의 품질특성에 대한 기초 정

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구상나무에 대한 현지외 보존 연구는 김태수

등(1985)이 구상나무 종자를 자연 건조시켜 저장하였다가

50일간 습층 처리하여 파종하면 발아율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정윤수(1998)는 구상나무는 종자의 중량이 무거울

수록 유묘의 신장생장과 비대생장이 우수하며, 5~6월간에

제1차 생장을 하고 7~8월간에 제2차 생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구상나무는 2년, 5년생 모수에서 각

각 평균 88%와 93%의 삽목 발근율을 보여 성숙목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삽목증식도 가능한 수종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종원 등, 1987; 김태수와 김찬수, 1988). 그러나 구

상나무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종자의 유전적 특성이나 발

아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자연상태에서 임목종자는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자라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전파되지 못하고 가까운 곳

에 떨어져 후대를 이어가게 되므로 오랜 동안 생육지 환

경에 대한 적응과 자연 도태 등의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

다. 동일 수종이라 하여도 지역간 유전적 차이가 나타나

게 되며 이런 현상은 수종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에서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당한 거리

에서도 그 분화 정도가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Rehfeldt,

1989, Raymond and Lindgren, 1990; Thomas et al.,

2006; Ganatsas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

의 종자 및 발아특성을 조사하여 집단간 및 집단내의 개

체간 변이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전자원 보

존을 위한 시설저장이나 현지외 보존(field conservation)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는 2008년 9월 생장, 건강도 등이 양호한 성목

에서 덕유산 12개체, 한라산 12개체 등 전체 63개체에서 채

취한 구과를 사용하였다(Table 1). 개체목별로 채취된 구과

는 5개씩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각 구과의 중심부위에서

20립씩 종자의 길이, 폭, 길이/폭 지수, 두께, 무게에 대한

종자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종자충실율은 절단법(Embryo

excision)을, 종자활력은 테트라졸리움법(Tetrazolium test)을

이용하여 각각 구과별로 20립씩 3반복으로 조사하였다.

발아특성 조사를 위하여 종자는 50일간 4oC 저온에 습

사저장한 후 피트모스, 펄라이트, 모래를 각각 1 : 1 : 1의

비율로 혼합한 상토에 집단별 개체목별로 각각 100립씩 3

반복으로 유리온실의 육묘상자에 파종하였다. 종자의 활

력은 발아개시 후부터 일별로 발아된 종자의 개수를 조사

하여 Scott et al.(1984)의 방법으로 발아율(GP: Germination

Percentage), 평균발아소요일수(MGT: Mean Germination

Time) 및 발아속도(GR: Germination Rate)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종자특성

구상나무 4집단의 종자특성에 대한 평균값과 변이계수

Table 1.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opulations of A. koreana.

Populations Latitude Longitude Altitude (m) No. of sample trees

Mt. Duckyu 35° 51' 127° 44' 1,610 12

Mt. Chiri (Banyabong) 33° 17' 127° 04' 1,610 21

Mt. Chiri (Chunwangbong) 35° 19' 127° 43' 1,700 18

Mt. Halla 33° 21' 129° 31' 1,76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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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Table 2와 같다. 종자의 형태는 난형으로 종자길이는

전체평균 5.22 mm로 덕유산집단이 5.60 mm로 다른 집단

보다 크게 나타났고 나머지 집단들은 유사하였다. 종자폭

은 전체평균 2.99 mm로 지리산(천왕봉)집단이 3.23 mm

로 가장 컸으며, 한라산집단이 2.73 mm로 가장 작았다.

종자길이/폭 지수는 전체평균 1.79로 덕유산집단이 1.96

으로 가장 컸으며, 지리산 천왕봉 집단이 1.62로 가장 작

았다. 종자두께는 전체평균 1.64 mm로 덕유산과 지리산

집단이 1.67~1.72 mm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한라산집단

이 1.46 mm으로 가장 작았다. 충실율은 전제평균 35.7%

로 지리산과 한라산 집단이 40.3~43.8% 정도로 유사하였

으며, 덕유산집단이 14.6%로 가장 낮은 충실율을 보여 3

배정도 활력 차이를 나타냈다. 종자활력(TTC)은 전체평

균 68.6%였으며, 집단간에는 62.8~75.0%의 범위 내에서

유사하였다. 특히, 형질 특성들에 대한 변이계수 값을 살

펴보면 충실율이 평균 57.2%로 가장 변이가 심한 형질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자활력과 종자무게 특성이 각각

평균 28.3%와 24.3%로 다른 특성들에 비해 집단내 개체

간 변이가 큰 형질들로 나타났다. 구상나무의 종자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두와 김삼식(1983)이 종자의

길이와 폭이 각각 6.34 mm와 3.27 mm로, 제주특별자치

도 한라산연구소(2007)에서 종자의 길이와 폭이 각각 5.99

mm와 3.81 mm로, 송정호 등(2008)이 종자의 길이, 폭 및

지수가 각각 5.41 mm, 3.12 mm, 및 1.75로 보고한 바 있

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구상나무 종자특성에 대한 집단간 및 집단내 개체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집단간에는 종자활력 특성을 제외한 6개 형질에

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집단내의 개체간에

는 충실율과 종자활력 특성을 제외한 5개 형질에서 통계

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종자 충실율에 대한 집단간 차

이는 Table 2에서 보듯이 활력이 가장 낮았던 덕유산집단

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따른 종자활력은 집단간 및 집단

내의 개체간에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

상나무의 생육은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순으로 양호하며

(김갑태와 추갑철, 2000), 풍매가 이루어지는 다른 전나무

속 수종이나 침엽수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배

가 타가수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강

범용, 2002), 충실율은 임목의 활력 및 집단의 상태뿐만 아

니라 기온, 강수, 태풍, 가뭄 등 환경요인에 의해 많은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Zhang et al.(2006)은

Abies chensiensis에서 Oliva and Colian(2007)은 Abies

alba에서 구과생산은 수고, DBH 및 수관의 일부 특성들

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2. 발아특성

구상나무 집단의 종자 발아패턴을 살펴보면 지리산(천

왕봉)과 한라산 집단은 파종 후 17일부터, 지리산(반야봉)

집단은 22일, 덕유산 집단은 31일부터 최초 발아가 시작

되었으며 파종 후 79일 이후에는 더 이상 발아가 진행되

지 않았다(Figure 1). 발아율이 저조한 덕유산집단을 제외

하고는 대체적으로 파종 후 23일부터 48일 기간에 발아세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동안 지리산(반

야봉) 집단은 전체 발아본수의 78.3%, 지리산(천왕봉) 집

Table 2. Means and coefficients of variation for seed characteristics by population. 

Population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Seed length /
Seed width

Seed thickness
(mm)

Seed weight
(g)

Percentage of 
sound seeds (%)

Seed vigor
(%)

Mt. Duckyu
5.60A

(10.0)
2.94C

(15.1)
1.96A

(19.6)
1.67A

(21.0)
1.28A

(22.8)
14.6B

(78.8)
70.0

(29.2)

Mt. Chiri (Banyabong)
5.13B

(12.0)
3.05B

(15.3)
1.71C

(17.0)
1.71A

(21.3)
1.10B

(25.7)
40.3A

(67.8)
66.5

(29.9)

Mt. Chiri (Chunwangbong)
5.11B

(13.6)
3.23A

(15.7)
1.62D

(18.8)
1.72A

(19.2)
1.32A

(26.5)
44.2A

(67.1)
62.8

(37.8)

Mt. Ha1la
5.05B

(8.5)
2.73D

(8.8)
1.87B

(8.2)
1.46B

(11.2)
0.98C

(22.1)
43.8A

(15.0)
75.0

(16.2)

Mean
5.22

(11.0)
2.99

(13.7)
1.79

(15.9)
1.64

(18.2)
1.17

(24.3)
35.7

(57.2)
68.6

(28.3)

**Different letters indicat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Significant at p<0.01).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for seed characteristics of A. koreana.

Population Seed length
Seed

 width
Seed length /
Seed width

Seed 
weight

Seed 
thickness

Percentage of 
sounds

Seed vigor

Among populations 8.56** 7.22** 3.61** 4.15** 2.46** 2639.6** 457.4

Among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s

1.29** 0.52** 0.23** 0.52** 0.28** 528.5 382.3

**significant at p<0.01.



852 韓國林學會誌 제99권 제6호 (2010)

단 87.7%, 한라산 집단은 86.0%가 각각 발아되었다. 

구상나무 종자의 발아특성은 모두 집단간 및 집단내의

개체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4). 발아율

의 경우 전체평균 34.5%를 나타내었으며, 한라산 집단이

47.7%로 가장 높았고 덕유산 집단이 8.5%로 가장 낮은 활

력을 나타냈다(Table 5). 특히 덕유산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은 구상나무의 임목종자 품질 기준(37%) 이상의 비

교적 높은 평균발아율을 나타냈다(임업연구원, 1994). 그

러나 김태수 등(1985)은 구상나무 종자를 50일간 습층처

리하면 87%의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며, 정윤수(1998)는

한라산 구상나무 집단의 발아율은 90.7~93.5% 범위로 보

고한 바 있어 채집년도 및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발아율을 살펴보면 평균발아율이 가장 높았던

한라산 집단은 3.7~80.0% 범위로 50.9%의 변이계수 값을

나타내었으며, 지리산(천왕봉) 집단은 11.0~72.0% 범위로

45.0%의 변이폭을, 지리산(반야봉) 집단은 19.0~67.0% 범

위로 35.4%의 변이폭을 나타냈다(Figure 2). 반면 평균발

아율이 가장 낮은 덕유산 집단은 3.3~17.3%의 범위로

61.5%의 가장 큰 변이계수 값을 나타냈다. 평균발아일수

는 전체평균 43.7일로 나타났으며, 한라산 집단이 38.1일

로 발아에 소요되는 일수가 가장 짧았으며 덕유산 집단이

54.8일로 가장 길었다. 발아속도는 전체평균 0.94개/일로

나타났으며, 한라산 집단이 1.39개/일로 가장 많았으며 덕

유산 집단이 0.16개/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특히, 발아

Figure 1. Temporal variation of cumulative germination rate
by population.

Figure 2. Variation for germination rate among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 of A. koreana.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for germination characteristics

of A. koreana.

Germination 
percentage

Germination 
rate

Mean germina-
tion time

Among populations 11651.9** 7.39** 1578.8**

Among individuals 
within populations

0817.5** 0.56** 0054.8**

**significant at p<0.01.

Table 5. Means and (coefficients of variation) for germination

characteristics by population. 

Population
Germination 

percentage (%)
Mean germina-
tion time (day)

Germination 
rate (ea./day)

Mt. Duckyu  8.5d (61.5) 54.8a (10.5) 0.16d (65.6)

Mt. Chiri
 (Banyabong)

39.7c (35.4) 43.6b (11.6) 0.98c (40.2)

Mt. Chiri
 (Chunwangbong)

43.1b (45.0) 38.3c (12.1) 1.23b (48.5)

Mt. Ha1la 47.7a (50.9) 38.1d (25.7) 1.39a (55.9)

Mean 34.5 (43.8) 43.7 (16.5) 0.94 (52.6)

**Different letters indicat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Signifi-
can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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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변이계수 값을 살펴보면 발아속도와 발아율

은 각각 52.6%와 43.8%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발아일수는 16.5%로 비교적 변이가 작은 특성으로 나타

났다. 

3. 종자·발아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구상나무의 종자 및 발아특성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충실율은 발아율 및 발아속도와는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발아일수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Table 6). 즉, 구상나무 종자는 충실율이 높을수록 발아

율이 높으며 발아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발아속도도 빠

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아율은 평균발아일수와는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인반면 발아속도와는 정의 상관을 보여

발아율이 높을수록 발아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발아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발아일수는 발아속도

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발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록 발아속도도 느린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임목

종자는 종자의 중량이 무겁고 형태가 큰 개체일수록 발아

특성이 양호하며 초기생장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Khan et al., 1999; Navarro and Guitian, 2003; 최

충호 등, 2007) 본 연구결과에서는 종자특성 중 충실율 특

성에서만 발아특성들과 유의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구상나무는 결실에 풍흉의 주기가 있

을 뿐만 아니라 결실된 종자라도 매년 좋은 품질에 종자

가 결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외 보존을 위해서는 풍작

년도에 집단특성을 고려해서 종자를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이 종자 충실율이 높고 발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결 론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 4개 천연집단의 종자 및

발아특성에 대한 집단간 및 집단내 개체간 변이를 조사하

였다.

종자특성은 충실율과 종자활력 특성을 제외한 5개 형질

에서 집단간 및 집단내의 개체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충실율은 집단간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인

정되었다. 평균특성은 종자의 길이, 폭, 길이/폭 지수, 두

께, 무게, 충실율 및 종자활력이 각각 5.22 mm, 2.99 mm,

1.79, 1.64 mm, 1.17g, 35.7% 및 68.6%로 나타났으며, 변

이계수 값은 충실율이 57.2%, 종자활력 28.3% 순으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발아패턴을 보면 지리산(천왕봉)과 한라산 집단은 파종

후 17일부터, 지리산(반야봉) 집단은 22일, 덕유산 집단은

31일부터 최초 발아가 시작되었으며 파종 후 79일 후에는

더 이상 발아가 진행되지 않았다. 발아율이 저조한 덕유

산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파종 후 23일부터 48일

기간 내에서 발아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동안 지리산(반야봉) 집단은 전체 발아본수의 78.3%,

지리산(천왕봉) 집단 87.7%, 한라산 집단은 86.0%가 각각

발아되었다.

발아특성은 집단간 및 집단내의 개체간에 모두 고도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평균특성은 발아율, 평균

발아일수 및 발아속도에서 각각 34.5%, 43.7일 및 0.94개

/일로 나타났으며, 변이계수 값은 발아속도와 발아율에서

각각 52.6%와 43.8%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특히, 구상나무의 종자 및 발아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

과 충실율이 높을수록 발아율이 높고 발아속도가 빠른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인반면 평균발아일수는 짧게 걸리는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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