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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낙엽송(Larix kaempferi)의 종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채종원에서의 종자생산량은 저조한 실정이

다. 종자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42년생의 낙엽송 채종목에 환상박피처리를 한 결과 처리목에서 착과량과 착과

목 비율이 무처리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환상박피의 처리효과가 명확하였다. 환상박피처리에 의한 낙엽송 채

종목의 대사물질 변화를 무처리간 비교분석하기위하여 GC/MS를 이용하여 주관부위의 흉고높이에서 체관부를 포함

한 형성층조직 내의 대사물질을 분석하였다. 환상박피 처리목에서 14종의 극성 및 비극성 물질의 함량이 무처리목

에 비해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인산, sucrose, pimaric acid와 미지 물질 2

종의 함량이 무처리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malic acid, inositol, 2종의 2당류, 11-trans-Octadecenoic acid 및

4종의 미지 물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상박피 처리 목은 무처리목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전질소 함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상박피 처리에 의한 대사물질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낙엽송 종자 생산 증진을 위한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emand for Japanese larch (Larix kaempferi) seeds has increased in Korea but their supply has been

limited due to sporadic natural seed production. To enhance seed production, stem girdling was applied to 42-year-

old Japanese larches, resulting in remarkable enhancement of strobilus production in terms of the rate of strobilus-

bearing tree and the number of strobilus per tree. Metabolic alterations in the girdled and the control trees were

interrogated through GC/MS analysis. In the girdled tree, the contents of 14 individual metabolites including polar

and non-polar compound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In the cambium and phloem tissues

of girdled trees, the contents of pimaric acid, phosphoric acid, sucrose, and two different unknown compounds were

enhanced, while the levels of malic acid, inositol, two different disaccharide, 11-trans-Octadecenoic acid and 4

different unknown compounds were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The girdled trees showed to be contained

significantly higher amount of total nitrogen in the cambium and phloem tissues than that of control trees.

Although the role of individual metabolites on enhanced strobilus production remains unclear, the approach

presented in this study might provide useful information in elucidating metabolic network modulation induced by

girdling and will be further applied for enhanced strobilus production in Japanese larch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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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낙엽송(Larix kaempferi)는 우리나라기후에서 통직하게

잘 자라는 주요조림수종으로 토목, 가구, 건축재 등에 다

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도입수종이다(안기완, 1997). 낙엽

송의 조림용 개량종자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국내에서는

수형목 145본을 선발하여 1968년부터 1983년까지 270 ha

의 채종원을 조성하였다. 조성된 낙엽송 채종원에서 종자

생산은 1977년부터 시작한 이래 2008년도까지 종자생산

량은 1995년도와 2008년도의 2개 연도에 400 kg이상의 종

자를 생산하였고, 이를 제외한 연 평균 종자생산량은 50 kg

전후로 저조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2006). 이러한 이유로
*Corresponding author
E-mail: lwy20@forest.go.kr 



368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3호 (2011)

낙엽송 채종원에서 개화결실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화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로는 임목의 생장 단계, 임

목의 생육 상태, 생육 환경,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한다

(Richard, 1997). 일반적으로 낙엽송류는 영양생장의 기간

이 길어 자연적인 종자생산을 위한 수령이 25년 이상으로

다른 수종에 비해 길며(Owens and Molder, 1979b), 또한

풍흉의 종자생산 주기가 5~7년 이상으로 길고, 불규칙적

인 연년의 종자생산 특성(한상억 등, 2001), 불균일한 클

론간의 개화량 (김인식 등, 2008) 등의 원인으로 채종원에

서 개량종자 생산에 큰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채종원에서는 채종목의 생장단계를 조기에 극복

하고, 또한 클론간의 유전적인 개화량의 변이를 극복하여

질적으로 개량된 종자를 생산하기위하여 다양한 화학적

및 기계적 처리에 의한 개화유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Bonnet-Masimbert and Webber, 1995; Eysteinsson and

Greenwood, 990; Ross, 1983; Wheeler et al., 1985).

낙엽송의 종자생산을 위한 개화유도 처리로는 환상박

피. 단근처리, GA류 처리 등이 시도되었으며, GA류와 환

상박피처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nnet-

Masimbert, 1982; Hamaya and Kurahashi, 1970; Pharis

et al., 1987). 그러나 낙엽송의 개화유도처리는 성숙목이

아닌 유시목의 개화결실 촉진목적으로 주로 처리한 결과

이므로(Hamaya and Kurahashi, 1970)성목의 종자결실 증

진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한편 환상박피 처리에 의한

개화유도의 효과의 주원인은 주간 상단부에 탄수화물의

함량이 증가하여 화아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ohn et al., 2008). 특히 장일조건에서 광의 질과 양에 의

하여 당의 동화작용에 영향을 준다(Eriksson et al., 2006).

이와 같이 수체내의 당(sucrose) 함량은 지베렐린과 협력

작용으로 화아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sucrose

를 화아형성 유도물질로 추정하고 있다(King and Ben-Tal,

2001).

본 연구는 접목 수령 42년생의 성숙한 낙엽송 채종목을

대상으로 결실증진을 위해 환상박피처리를 한 결과 그 효

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며, 또한

환상박피처리에 의한 수체내의 대사물질의 함량을 무처

리목과 비교, 분석하여 화아형성과 관련한 대사물질의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목 특성 및 환상박피 처리

시험에 사용한 낙엽송은 1968년도에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조성한 낙엽송채종원의 채종목을 대

상으로 하였다. ‘68조성 낙엽송 채종목은 수형목에서 접

수를 채취하여 접목한 접목묘로 조성한 것으로서 식재 당

시에 5×5 m의 간격으로 식재하였고, 이후 50%의 간벌을

하여 시험처리 당시 채종목간의 간격은 10×10 m이며, 채

종이 쉽도록 4~5 m의 주간 높이에서 단간 처리가 되어있

었고, 주간에 4~5마디의 굵은 가지가 잔존해 있었다. 흉고

직경은 28~35 cm이었다.

환상박피 처리는 2009년도에 가지의 새순이 나오기 시

작하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낙엽송 채종 목의 흉고

높이(1.2 m)에서 실시하였다(Bell, 1971). 환상박피는 2중

의 나선형 환상박피 방법으로 주간의 둘레를 상부와 하부

에 대칭이 되도록 반월형으로 박피를 실시하였다. 박피의

띠폭은 1.5 cm로, 반월형의 환상박피는 주간 둘레의 60%

까지 처리하였고, 상부와 하부의 반월형 박피 띠간의 간

격은 10 cm로 하였다. 박피는 외피, 내피 및 사부를 포함

한 사부조직에 붙는 형성층 조직까지의 깊이로 하였다. 환

상박피 처리는 400본을 실시하였다. 

2. 착과량 조사

착과량 조사는 2010년도 5월 초에 실시한 환상박피 처

리목과 무처리목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목은 등고

선 방향으로 임의로 3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블록 당 각

50본씩 전체 150본을 대상으로 개체목당 착과량을 달관

조사하였다.

3. 분석시료의 채취 및 조제

환상박피 처리목과 비교로 무처리목 각 6본을 임의 선

발하였다. 선발목을 대상으로 화아원기가 형성되는 시기

로 추정되는 7월 20일(Hamaya와 Kurahashi, 1970)에 흉

고높이(1.2 m)에서 펀칭을 이용하여 외피, 내피 및 체관부

를 포함한 체관부조직에 붙는 형성층 조직까지 각 4×4 cm

의 넓이로 등고선 방향과 맞은편 방향에서 각 1점씩 2점

을 채취하였다. 채취 즉시 액체질소에 넣어 동결, 운반하

여 동결건조기로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수피의 외피

및 내피부분을 제거한 체관부를 포함한 형성층 조직을 분

쇄하여 대사물질 및 전탄소 및 전질소 함량과 δ13C 및

δ15N의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4. 대사물질 분석시료의 추출 방법

대사물질을 추출 및 분리하기위하여 분쇄된 시료 60 mg

에 1.3 mL의 80%-acetone을 첨가하고 이어서 50 µL의

50%-MeOH에 녹인 2,000 µg/L의 Phenyl-b-D glucoprano-

side(내부 표준물질)과 50 µL의 100%-acetone에 녹인 2,000

µg/L의 nonadecanoic acid methyl-ester(내부 표준물질)를 첨

가한 후 30분간 교반하였다. 이어서 2,500 g로 10분간 원심

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취하고, 침전물에 1.3 mL의 acetone

을 첨가하고 교반 후 다시 원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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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2회 반복하였다. 모든 상등액을 합친 후 진공원

심농축기(EZ-2plus, GeneVac, UK)로 농축 건고하였다. 이

건조물에 2 mL의 chloroform/methanol/water(50/30/20,v/v)

혼합액을 첨가하여 25분간 교반혼합기로 교반하였다. 이어

서 1 mL의 20% MeOH를 첨가 후 10분간 교반하고 1,350

g로 15분간 원심분리를 하여 수용성(극성) 부분인 MeOH

층과 비수용성(비극성) 부분인 chloroform층으로 각각

분액, 분취하였다(Ossipov et al., 2008). 이들 분취액은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GC-MS)로 성분 분석을

하기위한 methylation 전처리 시료로 사용하기까지 -20oC에

저장, 보관하였다. 분취된 methanol 층은 극성물질의 대사

물질 분석에, chloroform층은 비극성의 대사물질 분석에

사용하였다. 

GC-MS로 극성물질을 분석하기위해 상기의 극성물질

분취액 900 µL를 취해 2 mL GC-MS용 바이알에 넣고,

45oC 이하에서 고속원심 감압 농축기를 이용하여 건조하

였다. 건조시료를 methylation하기위해 50 µL의 methoxy-

amine hydrochloride solution(pyridine 20 mg/mL 함유)

첨가하여 60oC에서 2시간 반응시키고, 200 N-methyl-N-

trimethylsilyltrifluoroacetamide(MSTFA) 첨가하여 60oC에

서 30분간 및 상온에서 8시간 반응 후 공극크기 0.45 µm,

표면적 3.9 cm2의 syringe filter(Spectrum Co.)로 여과 후

GC-MS로 분석하였다(Robinson et al., 2007). 비극성 물질

은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기위하여 비극성 분취액

(chloroform층) 300 µL를 취해 극성물질과 동일한 방법으

로 건조 및 methylation을 하여, 여과 후 GC-MS로 분석하

였다. 

5. 대사물질의 GC-MS 분석조건

대사물질은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C-MS는

AS2000 auto-sampler와 split/splitless injector를 갖춘 Trace

GC-PolarisQ ion trap 시스템(Thermo Electron Co, Finnigan,

MA, USA)을 사용하였다. GC는 TR-5 칼럼(Thermo,

fused silica, 60 m, 0.25 mm ID, stationary phase: diphenyl

5% dimethyl 95% polysiloxane)을 사용하였고, Robinson

등(2007)의 방법에 준하여 극성물질의 성분을 분리, 분석

을 하였다. 즉 극성물질을 분석하기위한 GC 분리조건은

inlet temperature는 250°C로, 헬륨 가스는 1 mL/min로,

injector split ratio는 10:1로, GC-MS의 transfer line의 온

도는 300°C로 하였다. 극성물질은 1의 시료 주입 후 초기

오븐의 온도는 70°C로하여 2분간 유지한 후 325°C까지

분당 8°C비율로 상승시킨 후 325°C에서 6분간 유지하였

다. 질량분석기의 분석 조건은 positive electron ionization

(EI) mode, 70eV에서 source 온도는 250°C로, 이온은 4분

후부터 50분간 50-650 mu에서 0.58 s 단위로 검출하였다.

비극성 물질은 Ossipov 등(2008)의 분석방법에 준하여 분

리, 분석하였다. 즉 GC 분리조건은 inlet temperature는

310°C로, 헬륨 가스는 1 mL/min로, injector split ratio는

10:1로, GC-MS transfer line의 온도는 200°C로 하였다. 2

µL의 시료 주입 후 초기 오븐의 온도는 110°C로 하여 2분

간 유지한 후 260°C까지 분당 4°C비율로 이어서 310°C까

지 분당 1.5°C비율로 상승시킨 후 17분간 유지하였다. 질

량분석기 분석조건은 positive electron ionization(EI)

mode, 70 eV에서 source 온도는 200°C로, 이온은 8분 후

부터 90분간 50~650 mu에서 0.58 s 단위로 검출하였다.

6. 분석시료의 물질성분 확인 및 함량분석

GC-MS로부터 각 분리된 시료의 크로마토그램과 크로

마토그램의 각 피크(성분)들에 대한 이온 피크와 이온의

강도(Ion intensity)는 Thermo사의 Xcalibur(v 2.0) software

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피크들은 각 피크의 이

온들에 대해 라이브러리(Wiley, Mainlib, Replib) 및 database

(NIST) 검색을 수행하여 성분을 확인하였다. 각 시료부터

수집된 각 피크(물질 성분) 농도를 표준화하기위하여 각

분리된 피크의 면적을 극성 및 비극성 분취액에 첨가된

내부표준물질의 상대적 면적의 값으로 환산하였다. 이 환

산된 각 성분의 함량은 다시 채취목의 흉고부위의 표면적

당(1 cm2) 값으로 환산하여 시료 간에 따른 성분함량을 비

교하였다.

7. 전 탄소 및 전 질소 함량과 δ13C 및 δ15N 측정

분석 시료의 안정성 탄소동위원소 (13C), 안전성 질소동

위원소(15N) 및 전탄소, 전질소의 함량은 안정성동위원소

비 질량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Micromass, Isoprime-EA, UK)로 측정하였다. 안정성 탄소

동위원소 비(δ13C)는 Xu 등(2003)의 방법으로 PeeDee

belemnite(PDB) 표준 시약의 상대 값으로 탄소동위원소

조성을 구하였다. 시료의 탄소동위원소 조성비(δ13C) 및

질소동위원소 비(δ15N)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δ13C =[Rsample/R standard−1] × 1000‰ 

Rsample은 시료의 13C/12C 비율, Rstandard는 PDB 표준품의
13C/12C 비율

δ15N =[R sample/R air−1] × 1000‰ 

Rsample은 시료의 15N/14N 비율, Rair는 공기의 15N/14N 비율

결과 및 고찰

1. 낙엽송의 환상박피 처리에 의한 착과 효과

환상박피 처리 후 그 다음해의 낙엽송의 착과량을 무처

리와 비교하였다. 개화는 4월 초에 시작되었으며 착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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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5월 초에는 개화가 모두 끝난 상태였다. Figure

1(좌)에서와 같이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낙엽송 채종목의

92%가 착과하였고, 무처리는 45%가 착과하였다. 환상박

피 처리에 의해 낙엽송 채종목이 무처리보다 2배 이상의

착과 유도효과가 있었다. 또한 착과목당 평균 착과량도

Figure 1(우)에서와 같이 무처리목의 40개보다 환상박피

처리목에서 240개로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에 사용한 낙엽송 채종원은 1978년도에 접목묘로 조성된

이래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가장 많은 채종목에서 착과가

되었고 또한 개체목당 평균 착과량도 가장 많았다.

Hamaya와 Kurahashi(1970)는 낙엽송의 개화유도는

14~15년생과 같이 어떤 특정 수령에 도달해야 또한 흉고

직경이 20 cm 이상과 같이 일정 크기에 달하였을 경우에

환상박피처리 및 지베렐린처리에 의해 암꽃 및 수꽃 모두

의 개화량이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었다. 본 실험

은 접목 수령 42년생의 성목에 환상박피 처리한 결과로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낙엽송 성목에 환상박

피 처리를 하면 개화결실 유도효과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2는 환상박피 처리에 의한 채종목당의 착과량 분

포비를 나타낸 것이다. 무처리의 경우 50개 이하의 착과

량 착과목 비율이 전체 착과목의 60%를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 환상 박피 처리에 의해 200개 이상의 착과목 비율이

전체 착과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채종원에서 개체목당 착과량이 적으면 종자채

취에 노동력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소수의 다량 착과한

개체목에서 종자를 채취하게 됨으로 유전변이가 감소하

게 되어 유전적인 개량효과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환

상박피 처리를 하면 다수 개체의 채종목으로부터 다량의

종자를 생산 할 수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목은 일반적으로 수령 외에

도 환경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환상박피처리에 의

한 개화유도 효과를 높이려면 임목의 생육 상태, 생육 환

경(광, 습도 등), 유전적인 요소 등 제반의 환경조건이 개

화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Richard, 1997; Shearer and

Schmidt, 1987).

2. 환상박피 처리에 의한 대사물질 변화

환상박피 처리에 따른 낙엽송 수체내의 대사물질의 변

화를 분석하기위해 환상박피 처리당년 화아원기가 형성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Hamaya and Kurahashi, 1970)

인 7월 20일에 체관부와 형성층 부위를 포함한 조직을 채

취하여 대사체 분석을 하였다. 대사체 분석은 명확하게 분

리된 극성물질 52종, 비극성 물질 36종을 대상으로 환상

박피 처리목과 무처리목 간의 물질성분 함량을 비교, 분

석하였다. 

분리된 물질들에 대한 상대적 함량을 기준으로 개체목

간의 변이계수를 비교하였다(Figure 3). 조사된 물질들의

평균 변이계수 값은 무처리목 간에서 57%로, 환상박피 처

리목 간에는 50%로 나타나 동일 클론을 대상으로 한 환

경변이에 의해 나타나는 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ehn et al. 2000). 이러한 차이는 개체목 자체의 물질함

량 변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변이계수 값이 무

처리에 비해 환상박피 처리가 낮게 나타나(Figure 4) 물리

Figure 1. Effect of girdling on the rate of strobilus-bearing
tree (%; left) and the number of strobilus per tree (right) of
Larix kaempferi.

Figure 2. Relative distribution rate of strobilus-bearing
numbers in Larix kaempferi by girdling.

Figur 3. Scatter plot of coefficients of variation (CV) of 88
metabolites in the cambium and phloem tissues scraped
from main stem bark of Larix kaempferi. CV (%) = Standard
deviation/Mean valu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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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리에 의해 일부 물질의 함량은 개체간의 차이가 낮

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ure 3은 GC/MS에 의해 극성물질 및 비극성물질의

분리 피크를 나타낸 것으로서 형성층 조직 내에 환상박피

처리와 무처리목 간의 유의적인 함량 차이가 있는 물질

피크를 표시하였다. 조사된 극성물질 52종 중 9종과 비극

Figure 4. GC/MS chromatogram of polar (upper) and lipophilic (low) metabolites in the cambium and phloem tissues scraped from
main stem bark of Larix kaempferi. The marked peak were metabolites being shown significantly conte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girdling-treated trees. P1=Phosphoric acid; P2=Malic acid; P3=Inositol; P7 and P8=Disaccharide; L2=11-trans-
Octadecenoic acid; L3=Pimaric acid; P4, P5, P5, L1, L4, L5=unknown.

Table 1. Content of Larix kaempferi metabolites in the cambium and phloem tissues scraped from main stem bark of control
trees and girdling-treated trees. Differences in the relative contents of these metabolites in control and girdling-treated trees are
significant in Student t-test analysis. *: P<0.05; **: P<0.01; ***: P<0.001.

Metabolite Girdling Control
Fold change 

(Girdling/Control)
Student's T

 test p

Polar

P1=Phosphoric acid 3.56±1.59 1.33±0.67 2.68 **

P2=Malic acid 32.92±6.550 40.83±5.390 0.81 *

P3=Inositol 66.39±2.740 144.19±26.360 0.46 ***

P4=unknown 7.33±6.37 32.70±21.00 0.22 *

P5=unknown 100.93±66.880 28.53±14.83 3.54 *

P6=Sucrose 9803±1417 6910±9090 1.42 *

P7=Disaccharide 3.38±1.31 6.08±1.62 0.56 **

P8=Disaccharide 1.55±1.45 5.48±3.86 0.28 *

P9=unknown 0.66±0.53 3.56±1.40 0.19 ***

Lipophilic

L1=unknown 84.00±78.80 252.6±154.5 0.33 *

L2=11-trans-Octadecenoic acid 13.03±3.160 27.86±8.950 0.47 ***

L3=Pimaric acid 72.65±44.97 27.21±13.94 2.67 *

L4=unknown 852.5±441.9 137.2±64.90 6.21 ***

L5=unknown 58.89±9.670 90.98±22.42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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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질 36종 중 5종이 환상박피 처리와 무처리목 간에 유

의적 함량차이가 있었다. Table 1은 환상박피 처리목과 무

처리목 간의 유의적인 함량 차이가 있는 물질성분과 처리

간에 따른 함량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낸 것이다. 극성 물

질인 인산, 미지 물질 1종(P5), 및 sucrose 그리고 비극성

물질로 pimaric acid와 미지 물질 1종(L4)의 함량은 환상

박피 처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극성 물질로

malic acid, inositol, 미지 물질 2종(P4, P9), 및 2가 당 함량

들과 비극성 물질로 미지 물질 2종(L1, L5), 11-trans-

Octadecenoic acid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와 같이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주관내의 전

질소 함량이 유의적으로 무처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전탄소 함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C/N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C/N율을 측정할 때 탄소의 함량은

탄수화물의 함량을, 질소는 전질소의 함량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탄소의 함량은 탄수화물이 아닌 전

탄소의 함량을 측정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환상박피 처리

에 의해서도 전탄소의 함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반면 전질소의 함량이 높은 이유는 환상박피

처리로 인해 길이 생장과 같은 영양생장은 멈추고 생식생

장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한 질소의 수체내의 축적으로

낙엽송 주관 내에 전질소의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

다. Lee 등(2011)도 낙엽송의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무처

리에 비해 잎내 수용성 당의 함량도 증가하였으나 한편

유리(산 가용성) 형태의 전체 아미노산 함량도 7월에서 8

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결과

도 이와 유사하게 환상박피 처리를 한 낙엽송 주관의 전

질소 함량도 무처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 및 원인을 구명하기위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목에 개화유도를 위한 물리적 처리 방법인 환상박피

처리로 인해 수체내의 GA류 등 호르몬 함량 및 C/N율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John 등(2008)은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서 주간 상단부위에 탄수화물의 함량이 증가

하여 화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ing과 Ben-

Tal(2001)은 Fuchsia hybrida에 장일 조건이나 높은 조사

량의 단일조건에서 화아가 형성되는데 이는 sucrose의 함

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로 sucrose가 화아

형성의 유도물질(florigen)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도 sucrose가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무처

리에 비해 수체 내에 1.4배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또

한 착과량도 증가한 것과 일치하였다. 한편 무처리에서

sucrose를 제외한 2당류와 inositol의 함량이 환상박피 처

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주관 형성층 조직을 포함한 사부조

직 내의 전탄소 함량은 유의적 변화는 없었으나 sucrose,

inositol 등 당 성분 화합물들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반면 전질소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상박피처리에 의해 처리상부의 탄소동화 산물이 집

적되면서 무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합성량은 감소하

고 반면 호흡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Schepper et al., 2010). 이는 곳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다

양한 대사물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당류의 함량 차이 외에도 인산,

malic acid, 11-trans-Octadecenoic acid, 미지의 물질 5종

등의 변화가 있어 개화 유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물질 성

분함량의 변화에 대한 원인과 기작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종자생산량이 저조한 낙엽송 채종원의 종자생산을 증

진하기위하여 접목 42년생의 채종목에 환상박피처리를 하

였다. 

무처리는 45%의 채종목이 착과를 하였으나 환상박피

처리로 92%가 착과하여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낙엽송 채

종목이 무처리보다 2배 이상의 착과 유도효과가 있었다.

또한 착과목당 평균 착과량도 무처리목의 40개보다 환상

박피 처리목에서 240개로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환

상박피처리 효과가 뚜렷하였다. 

환상박피 처리에 의한 낙엽송 주관의 형성층을 포함한

사부조직내의 극성 물질 52종과 비극성 물질 36종의 대사

물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물질성분들의 평균 변이계수

값은 무처리 목 간에서 57%로, 환상박피 처리목 간에는

50%로 나타났다. 

분석된 52종의 극성 물질 중 9종이, 비극성 물질 36종

중 5종이 처리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극성 물질인 인

산, 미지물질 1종, 및 sucrose 그리고 비극성 물질로

pimaric acid와 미지물질 1종의 함량은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극성 물질로 malic acid,

inositol, 미지물질 2종, 및 2당류 2종과 비극성 물질로 미

지물질 2종 및 11-trans-Octadecenoic acid는 상대적으로

Table 2. Total carbon content (C), total nitrogen content (N)
and isotopic compositions (δ13C and δ15N) in the cambium
and phloem tissues scraped from the main stem bark of
Larix kaempferi. 

Total Carbon 
(%) 

δ
13C 

(PDB, ‰)
Total nitrogen

 (%)** 
δ
15N

(AIR, ‰)**

Control 47.7±0.62 -25.9±0.47 0.48±0.05 1.28±0.55

Girdling 48.6±0.54 -26.1±0.94 0.91±0.16 -0.25±0.81

**:Significant difference (P<0.01) in Student t-t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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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상박피 처리에 의해 전

질소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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