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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경제 수종 육성 및 국내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적응성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생장 특성 및 유전다양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산지를 선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1972년 북아메리카 및

유럽에서 참나무류 종자를 도입하여 적응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북아메리카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가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하다고 판명되어 1991년 북아메리카 및 캐나다의 23개 산지에서

루브라참나무 종자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경기도 화성시

어천시험림에서 적응성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 식재된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별 수고, 흉고직경, 재적,

수간통직성을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비교 수종으로 조림된

상수리나무와의 생장 특성 비교를 실시해 우수성을 판단하였다. 수고

생장에선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가 23개 산지 중

수고 생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가 가장 저조한 수고 생장을 보였고 비교 수종인 국내

상수리나무보다도 생장이 불량하였다. 흉고직경 생장에서도 수고 생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가 23개 산지 중

직경 생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가 가장 저조한 직경 생장을 보였다.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평균 수고 및 직경 생장은 비교 수종인 상수리나무의 평균 생장에 비해

각각 38%, 11% 우수하였다. 흉고 형수를 이용하여 재적 생장을 산출한

결과 우수한 산지와 불량한 산지는 수고 및 흉고직경 생장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23개 산지의 재적 생장 평균은 상수리나무의

재적 생장 평균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수간 통직성을

조사한 결과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의 수간

통직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가 가장

불량하였다. 또한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평균 수간 통직성은

상수리나무 평균에 비해 약 28% 우수하였다. 루브라참나무는 수고,



흉고직경, 재적 생장 및 수간통직성에서 비교 수종인 국내

상수리나무보다 우수한 생장 특성을 보여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잘

적응하며 입지적응력이 뛰어난 수종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의 지리적

요인에 따른 23개 산지 간의 생장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도와 생장특성

간에 약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미

애팔레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에 위치하는 집단과 내륙지역에

위치하는 집단 간의 생장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해안지역에 자생하는 루브라참나무 집단의 생장이

우수하였다. 적응성 검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25년생

루브라참나무의 생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가장 적합한 산지는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로 판단된다. 산지 간 유전 다양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icrosatellite 표지자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미 천연 분포

지역에서 자생하는 루브라참나무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대립유전자

다양성 및 이형접합도 관찰치를 나타냈으며, 다른 참나무과의

수종들보다는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다. 또한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유전적 거리에 따른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 간의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산지들이 존재하기에

우수 산지 선발 시 산지 간 유전적 특성보다는 생장 특성에 따른 선발이

효과적일 것이다.

주요어 : 루브라참나무, 참나무류, 적응성 검정, microsatellite 표지자,

유전 다양성, 유전적 유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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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루브라참나무(Quercus rubra L., Northern red oak)는 미국의 중동부

및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동쪽의 해발 1,700m에 분포하는 낙엽활엽수로

빠른 생장력과 더불어 입지적응력 또한 우수한 수종이다(Godfrey, 

1988). 또한 추위에 견디는 내한성 또한 강해 영하 40도 이상에서도

생장하며 적지에서 수고 40m, 직경 150cm까지 자라는 거목이다

(Sander, 1990).

북아메리카의 알바참나무(Q. alba L.), 루브라참나무(Q. rubra L.), 

대왕참나무(Q. palustris Münchh.)가 재질, 내구성 및 탄력이 우수하여

국내, 외 목재시장에서 주로 가구재, 무늬목, 마루판재 등의 특수목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거래되고 있다(임업연구원, 2002). 또한

북미에서 수입되는 참나무류는 제재목의 국내 목재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은 2,250,000원/m3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생

수종인 상수리나무(Q. accutissima Carruth.) 등의 참나무류는 대부분

표고자목이나 숯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실정으로 제재목의 유통가격은

121,400원/m3으로 루브라참나무와 약 20배 정도의 유통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임업진흥원, 2016).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육성임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 질의 향상을 위해 유용 활엽수 개발의 일환으로

1972~1992년까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지역에서 루브라참나무 종자를 도입하여 국내 상수리나무와 비교하여

경시도 화성지역에서 적응성 검정을 실시하였다(신준환 등, 2006). 그

결과 북미지역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의 종자가 다른 지역에서 도입한

종자에 비해 우수한 생장 특성과 적응력을 보인다고 밝혀졌다(Han et 

al., 1986). 따라서 1991년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23개 산지에서

루브라참나무 종자를 추가 도입하여 적응성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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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 검정림에서의 생장 조사는 25년생 현재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Ryu et al., 2004; Cho et al., 2012). 

그러나 생장 특성에 관한 산지 간의 수치적인 비교만 했을 뿐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루브라참나무 우수

산지의 선발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프랑스, 루마니아

등에서 도입한 독일가문비나무(Picea abies(L,) H. Karst.) 24개

산지(Han et al., 1993), 북아메리카에서 도입한 방크스소나무(Pinus 

banksiana Lamb.) 10개 산지(Shim et al. 1986)등의 경우 모두

고위도에서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우리나라 조림지에 도입되어 저조한

조림 생존율을 보여 도입육종의 실패 사례이다. Ryu et al.(2013)는

외래수종 도입시 우리나라 조림지보다 높은 위도 혹은 고 해발에서

생육하는 수종의 도입을 금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5년생인

루브라참나무도 이러한 도입수종 지연실패의 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유전자원은 최근 산업 발달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와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류의 생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장경환 등, 2016).

산림유전자원의 보존은 탐색, 평가, 수집, 보존 및 이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 생물종이 가지는 유전다양성과 유전 구조 및 유연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그 종이 가지는 유전 변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전자원보존 전략수립 시 매우 유용하면서도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 된다(산림청, 2007). 임목의 경우 작물, 원예와

같은 다른 생물 종에 비해 이러한 유전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DNA 표지자의 개발로 인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침엽수 9수종 21집단

2,273ha와 활엽수 5수종 18집단 410ha 등 총 14종 39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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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ha를 선발하여 현지 내 보존림(in situ conservation)으로 관리 및

보존 중이다. 또한 생물 종 유전자원보존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원과

같은 유전자원 보존원과 품종 보존원 그리고 산지 시험, 도입 시험 및

특용수 육종 등의 여러 목적으로 조성된 시험림 260,377본 209ha를

현지 외 보존림(ex situ conservation)으로 지정하여 유전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실시하고 있다(Song et al., 2011). 그러나 도입 수종

루브라참나무는 현재 현지 외 보존림으로 지정된 시험림이 없을뿐더러

25년생 현재 도입된 23개 산지 간의 유전다양성 평가가 이루어진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입수종 루브라참나무의 23개 산지 간 생장특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여 우수 산지 선발을 통한 루브라참나무 추가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DNA 표지자를

이용하여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의 유전 변이의 양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도입되어 적응성 검정 중인 루브라참나무 시험림이 북미 천연 분포

지역의 루브라참나무 집단과 비교하여 현지 외 보존림으로 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3개 산지 간의 유연관계를

분석하여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 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루브라참나무의 산지 간 생장 특성과, 유전적 다양성 및

변이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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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제 1 절 산지시험

산지(産地, provenance)란 종자 및 기타 식물재료의 지리적 원산지

(original seed origin), 지리적 품종(geographic race)과 같은 개념으로

도 사용되며 이 경우 유전적 조성이 자연도태에 의하여 발달한 임목집단

을 뜻한다. 산지시험(産地試驗, provenance test)이란 산지의 유전적인

생장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다수의 천연 임분(산지)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양묘한 후 다양한 환경조건에 식재하여 산지별 생장특성을 검정하는 것

을 말한다(Kim et al., 2009). 임업분야에서의 조림의 성공 및 생산성

향상은 조림수종 선정 뿐 아니라 해당 종의 산지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

되기 때문에 그 수종 또는 산지에 대한 생장 잠재력(growth potential)

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친 적응성 검정을 필요로 한다

(신준환 등, 2006).

최초의 산지시험은 17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자료로 남아있는 최초의 산지시험 연구는 1857년 프랑

스에서 구주적송(Pinus sylvestiris L.) 종자를 북유럽 전역에서 채취하

여 식재한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원산지에서 도입한 종자들

의 생장변이가 해당지역의 기후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지던 기존의 통념이 산지와 같은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도 변이가 나

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Wright, 1976). 이후 20세기 초

IUFRO(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국제

임업연구기구연합) 내 도입육종 및 산지시험에 관한 연구 분과가 구성되

어 단목재적 생산의 유용가치가 높고 넓은 천연분포구역을 가진 독일가

문비나무(Picea abies (L.) H. Karst.), 구주적송(Pinus sylvestris L.), 

개솔송(Psedotsuga menziesii (Mirb.) Franco)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

하였으며(Fowler & Coles, 1979), 테다소나무(Pinus taeda L.), 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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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나무(Pinus radiata D. Don.) 등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들의 산

지시험이 유럽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Isabel et al., 2001).

산지시험은 임목육종의 기본적인 단계로 동일한 수종을 특정한 환경에

조림하였을 경우, 유전자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변이가 발생

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동일 수종 내의 변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산지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입한 원산지 간의 생장 특성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Harry X. Wu., Ken G., Eldridge.(2007) 의 뉴

질랜드에 도입한 라디아타소나무의 성공 사례를 보면 북미 여러지역에서

라디아타소나무를 도입하여 뉴질랜드에 조림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Los Angeles, San Diego의 지역에서 도입한 수종보다, San 

Francisco, Cambria 등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도입한 라디아타소나무

종자의 생육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표는 향

후 도입 수종의 원산지 고려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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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입육종

적응력(適應力, adaptability)이란 자생지가 아닌 새로운 환경조건에

식재한 나무가 생리 및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장 및 병해충에 잘 견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도입육종이란 어떤 지역에 자생하지 않는

수종이나 품종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동하여 적응력을 평가하고 형질이

우수한 수종이나 품종을 선발·이용하는 임목 육종의 방법 중 하나이다

(심동환 등, 2015).

외래수종에 관한 정의는 Wright.(1976)가 말한 “다른 국가나 지역

에서 도입되는 식물 혹은 수종” 이라는 개념으로 통상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에 와서는 “자생지를 벗어나 변화한 환경에서 생육하는 경우의 식

물 및 수종”(Zobel & Talbert, 1984), “자생지를 벗어난 장소에서 생

육하는 식물 및 수종”(Webster & McKetchnie, 1980) 이라고 정의하

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래 수종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목 재적이

우수한 목재를 생산할 만한 적절한 자생 수종이 없을 경우에 외래 수종

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외래 수종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장 특성, 생육 적지 및 분포 범위, 기후 등과 같은 도입 대상지의 환

경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외래수종 도입 실

폐 사례는 크게 조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즉시 실패와, 지연 실패로

구분된다. 즉시 실패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많은 경우의 수가 존

재하기에 확실히 정의 내리기 어려울뿐더러 쉽게 학회에 보고되지 않아

관련 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연 실패의 경우 도입수종이 조림되고

생육의 중반기 까지는 양호한 생장을 보이다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부터

비교 수종인 국내 자생종보다 생육이 불량해지는 경우이다(Zobel et al., 

1987).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도입수종에 대한 적응성 검정 중 대표적

지연 실패 사례는 구주소나무 22개 산지 36년생 등이 있다(Ryu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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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수종을 도입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Zobel &

Talbert.(198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첫째, 침엽수가 존재하지 않거

나, 존재하더라도 그 생장 수준이 낮아 목재로서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는 침엽수를 활용한 목재 생산의 요구성이

높다. 둘째, 많은 외래 수종은 도입하여 조림할 경우 자생지의 향토수종

보다 생장이 빠르고 때로는 목재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 가령 온대지방

에서 자라는 유칼립투스 나무가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도입하여 조림

할 경우 아주 짧은 벌기령을 가진 채로 성장한다. 셋째, 열대, 아열대지

방의 자생 수종은 때로 조림, 육종의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러한

지역에서의 임업 경영은 단위면적당 자라는 본수는 온대지방보다 많지만, 

그 중 실제로 유용자원으로 이용할 만한 나무는 몇 종에 지나지 않는다.

도입 육종을 실시함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개념은 ‘종자 채취

장소(seed source)’이다. 만약 미국 Pennsylvania 주에서 루브라참나

무를 도입하여 한국의 경기 화성 지역에 조림한 후, 성목으로 자라 종자

를 채취하였을 경우 종자의 원산지(provenance), 지리적 산지

(geographic source), 지리적 품종(geographic race)은 미국

Pennsylvania주가 된다. 그러나 종자 채취 장소(seed source)는 경기

화성으로 표기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이 종자의 원산지인 호주

에서 자라는 라디아타소나무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호주는 종자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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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도입수종의 산지시험 연구

우리나라 도입 수종에 대한 연구는 1925년부터 1936년(12년간) 조

선 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남·북한에 걸쳐 388개소, 2,054ha의 면적

에서 국내 87종, 일본 56종, 기타 55종 등 169종 198개에 대한 지역

별 적응성 검정 시험을 실시한 것이 시초이다. 또한 이들 수종을 포함

하여 1945년 이전까지 도입된 외국 수종 목록에 의하면 30개국에서

379종을 도입하였다(신준환 등, 2006). 그 후 해방과 더불어 극도로

황폐된 한국 산림의 속성 녹화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생 또는 육성된

우량 수종을 도입, 국내에서 적응성 여부와 조림적 가치를 구명하기 위

해 1956년부터 도입 시험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업

선진 국가들이 외래 수종 도입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 듯 우리나라도

외래종자 도입 초기에는 도입육종 기본 원리에 따라 체계적 및 구체적

인 시험이 실시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국토의 속성 녹화 기반구축을 위한 도입 수종 연구로는 1960년대 토

사유출 방지와 나지를 녹화하기 위한 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이 추진되었

다. 따라서 치산녹화 1차 10년 계획이 속성수 위주의 조림을 권장함에

따라 속성수인 이태리포플러, 벨기에포플러, 좀잎산오리나무 등이 새로

운 수종으로 개발 보급되었다. 경제림 조성 및 산지자원화를 위한 도입

수종 연구로는 남부지역에 적응하는 속성 활엽수와 침엽수 조림 수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종에 대한 도입 검정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양묘 단계에서 월동되지 못하거나, 조림 후 생장이 저조하거나 고사하여

조림수종으로 개발되지 못한 수종이 많았다. 그 중에서 남부의 제한된

지역에 조림할 수 있는 유카리나무, 구주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등 11

수종이 선발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생산을 위한 도입 수종의 중·후기

생장 연구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산주가 지역특성과 기호에 맞는 조

림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종의 다양화를 위한 용재 수종 육성 보급

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현재까지 도입 및 적응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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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으로 조성된 백합나무, 루브라참나무, 대왕참나무 등 유용 활엽수

우수 산지 발굴과 증식 보급에 전념하고 있다(장경환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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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루브라참나무의 연구

(1) 루브라참나무의 분포 및 특징

참나무류(Quercus spp.) 교목은 전세계적으로 500여종 이상이 분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중 가구재, 마루판재 등 특수한 목적

으로 이용되는 목재상업화가 이루어져 있는 수종은 많지 않다(Elias et 

al., 1980). Q. robur, Q. rubra, Q. alba, Q. palustris 4 수종이 주로 우

리나라에서 목재 자원으로 사용되는 참나무류이다.

루브라참나무(Quercus rubra L., Northern red oak)는 캐나다 퀘벡,

온타리오주에서 미국 동부 지역의 에팔레치안 산맥을 중심으로 해발

1,700m까지 자생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30m, 직경 90cm 정도

자라며, 적지에선 수고 40m, 직경 150cm 까지 자라는 거목이고 빠른

생장과 우수한 입지적응력이 특징이다. 또한 내한성이 강해 영하 40도

에서도 생존 할 수 있는 우수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Sander et al., 

1990).

수간은 둥근 형태이며 수피는 어릴때는 밝은 회색을 띄고 부드러우나, 

오래되면 넓고 얇은 형태로 터지고 진한 적갈색을 띄며 풍부한 탄닌을

가지게 된다. 잎은 어긋나 자라는 형태로 크기는 10~20cm 정도이며 가

장자리에 3~7개의 거치가 있다. 잎 뒷면에 회색 털이 밀생하며 가을철

붉은 색으로 물이 들기에 조경수, 가로수 및 공원이나 하천에 많이 식재

되는 수종이다.

참나무류는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Red oaks, White oaks, Chestnut 

oaks 3종류로 크게 분류된다. 우선 Red oaks는 날카로운 거치를 지니며

격년으로 결실을 맺는 종으로 Q. rubra, Q. palustris 등이 해당된다.

White oaks는 둥근 거치를 지녔으며 매년 결실을 맺는 종으로 Q. alba, 

Q. macrocarpa Michx. 등이 해당된다. Chestnut oaks는 밤나무와 유사

한 엽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Q. montana Wild. 등이 이에 속한다(Olso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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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의 루브라참나무 산지시험 연구

해외에서의 루브라참나무 산지시험에 관한 연구는 Kriebel et 

al.(1976)이 시초이다. 31개의 루브라참나무 종자원으로부터 미국 동부

7개 지역에 식재하여 14년생떄의 지리적 변이를 연구한 결과 31개 산

지 간의 개서 시기는 북서쪽 산지가 가장 빨랐으며, 가을철 단풍이 드는

시기는 북쪽에서 도입한 산지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 동쪽, 남쪽 순으로

조사되어 산지 간의 강한 유전적 통제하에 지리적 변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쪽에서 들여온 산지들이 동쪽에서 들여온 산지들에 비해

내건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1개 산지 간 수고 및 직경생

장에서의 뚜렷한 변이는 없었다.

McGee et al.(1986)의 북미 North Carolina 지역에서의 루브라참나

무 산지시험 연구에 따르면 유시생장이 우수했던 산지가 중·후기 생장

에서도 우수함을 보였으며, 유전적 특성의 발현은 4년생때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riebel et al.(1988)은 북미 Ohio, Indiana, Michigan 주에서 각각

루브라참나무를 조림한 결과 43~46도 위도에서 도입한 종자의 루브라

참나무가 다른 위도에서 도입한 종자보다 우수한 생장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지 및 가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지 간에는

16%, 가계 간에는 7%의 수고생장에서의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3) 국내에서의 루브라참나무 산지시험 연구

해방 전 임목육종연구소(이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고부가가치의 목

재를 생산할 수 있는 우량한 외국 참나무류의 도입, 발굴 및 보급을 위

해 캐나다, 북미, 유럽 등에서 참나무류 종자를 소량 도입하여 조선총독

부 임업시험장에서 외국 참나무류 적응성 검정 시험을 실시한 기록은 남

아 있으나 6·25 전쟁 이후 소실되어 그 상황은 알 수 없다(Yun,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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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72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우량한 루브라참나무 종자의 도입

을 위하여 미국 Pennsylvania 주, 독일 및 프랑스로부터 유럽참나무 종

자를 소량 도입하여 적응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럽참나무는 북미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에 비해 적응력이 떨어지고, 생장이 다소 불량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Han et al., 1986). 따라서 1991년 생장특성 및 적응

력이 우수하다고 밝혀진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서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종자를 도입하여 적응성 검정을 실시하는 중이다.

Ryu et al.(2004)의 도입수종 루브라참나무 12년생의 생장특성 및 엽

형 변이에 관한 조사 결과, 현존율이 높고 수고, 흉고직경, 재적생장에서

비교수종으로 조림된 국내 상수리나무(Q. accutissima)보다 우수한 생

장특성을 보였다. 루브라참나무의 개엽 시기는 대부분 4월 초순경 ~ 5

월 초순경 완료되며, 북·서쪽에서 도입한 산지들이 남·서쪽에서 도입

한 산지들보다 개엽이 빨리 되는 것으로 나타나 Kriebel et al.(1976)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원산지에 따른 엽형 특성에 대한 지

리적 변이는 위도와 엽맥수는 부의 상관, 위도와 최소엽폭은 정의 상관

을 나타내었다.

Choi et al.(2010)는 도입수종 루브라참나무 18년생의 생장특성 및

수간통직성에 관한 조사 결과 북미 New York 주와, Vermont 주 루브

라참나무 수간생장이 우수하였으며, 수고생장이 우수한 산지들이 직경생

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통직성에 있어서는 캐나다의

Qubec 주의 Beloeil 산지가 가장 우수했으며, 비교 수종인 우리나라 상

수리나무보다 약 3.5배 수간통직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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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Microsatellite 표지자를 이용한 유전다양성 연구

1950년 Watson, Crick에 의해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생물체의 유전정보는 DNA를 구성하는 4개의 염기 Adenine(A), 

Guanine(G), Cytosine(C), Thymine(T)의 배열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DNA 상에서의 염기 배열의 차이는 곧 종내

혹은 종간 유전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으며, 생물체의 유전적 차이

를 확실히 알아보는 방법은 DNA 염기서열의 비교 분석이라 할 수 있다. 

DNA 표지자는 이러한 생물체의 유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 방법에 주로 활용된다.

초기의 DNA 표지자는 다량의 유전자좌(gene locus)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RAPD(randomly amplified polymorphic DNA) 등의 우성 표

지자(dominant marker)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RAPD 표지자의 경

우 해당 개체로부터 극소량의 순도가 높지 않은 DNA와 간단한 PCR 과

정만으로 변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재현성 문제와 동

형접합체와 이형접합체의 구분이 불가능한 단점이 존재한다(Welsh et 

al., 1991).

Microsatellite(SSR, Simple Sequence Repeats)는 생물체 게놈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반복성 DNA의 일종으로 2~6bp 이하의 짧은 염기

서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이러한 반복 서열을 이루는 염기의 반복수

의 차이로 인해 다형성(Polymorphism)이 나타나는 공우성 표지자이다. 

따라서 동형접합과 이형접합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기에 우성표지자

에 비해 대립유전자 빈도 및 유전다양성의 추정에 용이하여 집단 유전학, 

보전 생물학 등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Tautz, 1989). 또한

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하는 실험은 재현성이 뛰어나며, 간단한

PCR 기술을 이용하므로 소량의 DNA로도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Yu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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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atellite 표지자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해당 종의

microsatellite 영역을 증폭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복서열 좌우에 진화적

으로 고정된 종 특이적 DNA 염기서열(conserved DNA sequence)이

존재하면 이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2개의 프라이머를 합성해 PCR을 수

행하면 된다. 2N의 게놈을 이용해 PCR을 실시 후 증폭산물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시 반복 서열의 길이 차이에 따라 개체마다 특이적인 DNA 

band pattern이 나타나게 되며, 이들을 적절한 방법에 의해 그룹화 시킨

다면 1개의 유전자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대립유전자의 확인할 수 있

다(Kim et al., 2005).

Aldrich et al.(2002)에 의해 루브라참나무 Microsatellite 표지자가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 개발된 마커를 이용하여 미국 Indiana 주의

20.6ha에 달하는 루브라참나무 천연림에서의 유전 다양성 연구가 처음

실시되었다. 그 결과 루브라참나무의 유전자좌당 관찰된 평균 대립유전

자 수는 14.9로 같이 조사된 대왕참나무(Q. palustris) 8.4, 슈마드참나

무(Q. shumardii Buckland.) 1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관찰된 이형 접

합도 또한 0.774로 평균 0.764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Park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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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산림유전자원 보존

생물의 유전자원에 관해서는 1947년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내에 동물, 식물 육종재료 소위원회 설립이

권고되면서 관심이 표명되기 시작하였고, 1967년에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임목의 유전자원 부문은

1967년 산림유전자원 전문가 고문 위원단이 발족되면서 활동이 시작되

었다. 또한 1972년 IUFRO내 유전자원보존 working party가 산림유전

자원 보존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 FAO와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가 공동으로 산림유전자원 보존의 방법

론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후 수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1992

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

서 각국 원수들이 생물다양성보존협약(CBD)에 서명함으로서 국제적인

체결을 이루게 됨에 따라 임목의 유전자원 보존이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장경환 등, 2016).

산림유전자원은 유전자원으로서의 보존적 가치가 있는 종 및 집단을

선발하고 그 대상체의 유전 다양성(genetic diversity)을 평가하여 보존

가치가 인정되면 서식지 상태 그대로 현지 내 보존림(in situ

conservation)으로 지정하여 보존한다. 현지내 보존은 종내, 종간변이의

다양성 또는 생태계를 서식지 환경하에서 보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유

전자원을 대규모로 보존할 수 있고, 해당 종 및 집단의 생육환경 내에서

보존을 하기에 생태적으로 고유한 니체(niche)를 유지·보존할 수 있다.

현지 내 보존이 어려운 경우 현지 외 보존(ex situ conservation)을

실시하는데 보통 인위적이나, 해당 서식지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 보존림

이 소실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할 경우 현지 외 보존을 실시

한다. 현지 외 보존의 대표적 방법은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유전자원의 장기 저장 기술 DB 구축을 실시하는 종자 은행이 있다. 현

지 외 보존은 현지 내 보존에 비해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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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전자원 보존 방법이지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유전

자원 소실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인 육종

재료의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Kim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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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공시재료

1991년에 원산지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도입된 23개 산지의 종자

(Figure 1)로 조성된 루브라참나무 적응성 검정 시험림은 1992년 4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포지에서 육묘되어 1993년 4월 경기도

화성시 어천시험림에 1-0묘로 1.8m x 1.8m 간격으로 산지 당 25본씩

3반복 난괴법(Randomized black design)으로 조성한 시험림이며, 국내

상수리나무(Q. accutissima)를 비교수종으로 동일하게 식재하였다. 도입

원산지 정보와 적응성 검정 시험림의 기후 및 환경 요소는 Table 1, 2와

같다.

Figure 1. The location of the 23 provenances of Q. rubra L. from 

USA and Canada used in the provenance test established in 1993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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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graphic data of the provenances of Q. rubra L. in the 

provenance test established in 1993 in South Korea

No. Provenances seedlot No. Lat. (N) Long. (W) Alt. (m)

1 Minnesota, U.S.A St.Paul (1) 44°57' 92°32' 110.00

2 Minnesota, U.S.A St.Paul (2) 44°58' 92°32' 137.30

3 Minnesota, U.S.A Houston Country 43°40' 91°15' 163.47

4 Wisconsin, U.S.A Sauk Country 43°02' 89°43' 128.90

5 Wisconsin, U.S.A Chippewa Country 45°28' 91°17' 171.64

6 Illinois, U.S.A Urbana 40°00' 93°32' 237.38

7 New York, U.S.A Dunham Island 43°13' 76°02' 335.81

8 New York, U.S.A Selkirk Shore (1) 43°34' 76°13' 119.47

9 New York, U.S.A Selkirk Shore (2) 43°34' 76°43' 364.86

10 Ontario, Canada Simcoe Dist. (1) 42°50' 80°08' 182.00

11 Ontario, Canada Simcoe Dist. (2) 42°49' 79°53' 182.00

12 Qubec, Canada Silery 46°13' 71°16' 132.93

13 Qubec, Canada Arthabaska 46°02' 71°55' 474.56

14 Qubec, Canada Beloeil 45°34' 73°12' 422.38

15 Pennsylvania, U.S.A Centralia (1) 41°00' 77°08' 235.58

16 Pennsylvania, U.S.A Centralia (2) 41°00' 77°38' 320.67

17 Wisconsin, U.S.A Eagle River 42°52' 89°07' 260.56

18 Vermont, U.S.A Middlebury 43°48' 73°04' 482.81

19 Vermont, U.S.A Cole Brook 43°04' 73°06' 421.88

20 West Virginia, U.S.A Fernow 39°04' 79°41' 450.92

21 Virginia, U.S.A DeerField 38°13' 79°25' 499.41

22 Arkansas, U.S.A Womble 34°33' 93°25' 141.43

23 Tennessee, U.S.A Watauga 34°09' 82°09' 4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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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ographic and soil information on the Hwaseong test site in South Korea

Plantation
Latitude

(N)

Longitude

(W)
Altitude (m)

Temperature

Relative 

humid (%)

Annual 

precip.

(mm)

Duration 

sun shine

(hr)

Annual 

mean 

cloud 

amount

Annual mean

temper. (℃)
Max. Min.

Hwaseoung 37°16'56.5" 126°55'16.6" 88 12.7 18.4 7.8 68 1,329 2,606 4.4

Mechanical analysis

pH
C.E.C

(cmol/kg)

Exchangeable (mg/kg)

Sand

(%)

Silt

(%)

Clay

(%)
Texture K+ N+ Ca+ MG++

38.5 32.6 28.9 L 4.8 13.5 35.3 10.1 21.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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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장조사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수고 생장, 흉고직경 생장, 재적 생장. 수

간 통직성, 조림 생존율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산지 별 생장 데이터를

유년기부터 최근까지의 생장을 정리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장을 분석하였다. 과거의 생장 자료들은 Ryu et al.(2004), Cho et 

al.(2012)의 연구 자료와 임목육종연구보고서를 이용하였다. 조사된 수

고, 흉고직경 생장을 바탕으로 재적 생장을 산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임목 재적 산출 시 흉고형수법을 이용하였으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강진택 등, 2016). 흉고 형수는 상수리나무의 형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Kleinschmit.(1975)의 수간통직성 지수를 인용하였다. 25년생 주

간의 곧기 정도에 따라 Figure 2 와 같이 1~6등급까지 점수를 부여하

여 구분한 후 수량화하여 조사하였다.

Figure 2. The standard grade of the measurement of stem 

straightness in Q. rubra L.

조사 된 수고와 흉고직경을 이용하여 루브라참나무 생장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산지 별 형상비(slenderness ratio)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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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계 분석

생장특성에 대한 통계 분석은 R-project (ver. 3.1.3; 2012)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3개 산지 간 수고 생장과 흉고직경 생장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여 산지 간의 생장 특성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후 유의성이 인정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23개 산지를 그룹화 하여 생장 특성이 우수한 산

지를 선발하였다.

또한 23개 산지의 위도, 경도, 고도의 지리적 분포와 수고, 흉고직경, 

재적, 생존율의 단순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

하여 어떠한 지리적 요인이 루브라참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에팔레치안 산맥을 중심으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도

입한 루브라참나무의 산지 간 그룹화를 통하여 T-검정을 실시하여 두

그룹 간 생장특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제 4 절 시료채취

Microsatellite 표지자를 이용한 유전다양성 및 유연관계 분석을 위해

25년생 루브라참나무의 23개 산지에서 산지 당 15개체씩 시료를 채취

하였다. 겨울이라 잎을 채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아(Winter bud)를

채취하였으며, genome DNA 추출 시 얇은 핀셋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

긴 후 안에 어린 잎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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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Genomic DNA 추출

채취한 동아 약 20mg과 스테인리스 비드 2개(3mm 1개, 5mm 1개)

를 2㎖ Eppendorf centrifuge tube에 넣고 액체 질소로 급속히 냉동시

킨 후 TissuLyser Ⅱ(Quiagen)를 이용하여 1분 30초간 2회 마쇄하였

다. 시료가 완전히 갈린 후 DNA extraction buffer AP1(Quiagen) 400

㎕ 와 RNase A solution(Quiagen) 4㎕ 를 첨가하고 잘 섞이도록 흔들

어 준 다음 65℃에서 15분간 중탕하였다. 다음으로 buffer 

P3(Quiagen) 130㎕를 첨가 후 5분간 얼음에서 incubate하고 10분 간

원심분리(4℃, 14,000rpm)하여 얻어진 상동액을 Quiagen사에서 제공한

DNeasy Plant Mini Kit protocol에 따라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NanoVue Plus spectrophotometer로 농도와 순도를 측정하였

고 실험에 사용되기 전까지 -8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제 6 절 Primer 선정 및 DNA 증폭

루브라참나무 microsatellite 분석을 위하여 Aldrich et al.(2002)이

개발한 14개의 primer set를 이용하여 예비실험을 거쳐 증폭이 잘 된

10개의 primer(GA-0A01, GA-0C11, GA-0C19, GA-0E09, GA-

0M05, GA-0M07, GA-1C06, GA-1C08, GA-1F02, GA-1G13)를

최종 선발하여 PCR(TP600, Takara)로 증폭하였다. primer sequences, 

motif, annealing temperature 정보는 Table 3 과 같다.

모두 95℃/1분간 가열하여 PCR 하였고 94℃/30초, 45-53℃/45초,

72℃/1분 30초 과정을 50번 반복한 후 72℃/10분간 최종 증폭하여

touchdown PCR을 진행했다.

PCR을 통해 얻어진 증폭산물은 Applied Biosystems 3730 DNA 

Analyzers를 이용하여 산물내 형광물질을 탐지하여 분석하고

GeneMapper Software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좌의 크기를 Peak로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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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quences and motif of 10 microsatellite loci used to analyze genetic diversity among 23 provenances of Q. rubra L.

Locus Repeat motif Sequence(5'-3') Ta (℃)

quru-GA-0A01 (GA)11
*CTCTCGCTCTGCACGTGACTCA

TTTGATTGATATAATTGATCGCT
50℃

quru-GA-0C11 (GA)15
*ATACCCAGCTCCCATGACCA

TCCCCAAATTCAGGTAGTGT
53℃

quru-GA-0C19 (GA)18
*TTAGCTTTTACGCAGTGTCG

CGGCTTCGGTTTCGTC
50℃

quru-GA-0E09 (GA)16
*TGCCATCCCTATACACAACCA

CCTCCATCACAAAGTTGCC
53℃

quru-GA-0M05 (GA)20
*CTACAAGTTACATGCCCAATCA

CTTTGCGCAGGTCCATTAC
53℃

quru-GA-0M07 (GA)19
*TTTAGCATCACATTTCCGTT

TTTTGTGTCATCCGGTATTA
45℃

quru-GA-1C06 (GA)29
*CAAATAAATATTGTGGGGTTCA

GGAGGGGATCCGGAAAA
50℃

quru-GA-1C08 (GA)29
*TCCCAATCGATGTTTGATAAGG

GGGCTCTTGAGAGGATGTAGG
50℃

quru-GA-1F02 (GA)15
*CCAATCCACCCTTCCAAGTTCC

TGGTTGTTTTGCTTTATTCAGCC
50℃

quru-GA-1G13 (GA)14
*AAAACTCACACAGCCGATTACTA

GATTCCATTGTCAACTGCGAAG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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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자료 분석

1. 유전다양성 분석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의 Microsatellite 변이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GeneAlex ver 6.503 software (Peakall & Smouse, 2012)를 이

용하여 관측된 대립유전자 빈도, 유전자좌당 관측된 대립유전자 수

(A/L), 유전자좌당 유효대립유전자 수 (Ae/L), 고유대립유전자 수 (Ap, 

Private allele), 이형접합도 관찰치 (Ho), 이형접합도 기대치 (He), 

Shannon’s information index, Fixation index를 추정하여 유전다양성을

분석하였다.

2. 유전적 거리 분석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의 유전적 거리를 추정하기 위해 Nei’s 

genetic distance를 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Neighbor-Joining tree

를 작성해 유연관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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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생장 특성

1. 수고 생장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수고 생장을 조사한 결과, Fig 3 과 같이

산지 간에 차이를 보였다. 25년생에서 수고 생장 범위는 13.7-20.9m 

이며, 평균 수고는 19.1m 이다. 수고 생장이 가장 우수한 산지는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7)로 수고는 20.9m 이며 평균

수고보다 14.6% 우수한 생장을 보였다. 생장이 가장 불량한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17)는 수고 13.7m 로 평균 수고 보

다 약 41% 저조한 생장을 보였다.

Figure 3. Height growth of 23 Q. rubra L. provenances

23개 산지 간 수령 별 수고 생장을 비교하기 위해 식재 후 12년, 18년,

25년생의 수고 생장을 비교해본 결과, 산지 간 수고 생장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식재 후 12년생에서 가장 우수한 수

고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22)로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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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86m 이며, 가장 저조한 수고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23)로 수고는 4.19m 이다. 식재 후

18년생에서 가장 우수한 수고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Vermont 주의

Middlebury 산지(18)로 수고 13.1m 이며, 가장 저조한 수고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Virginia 주의 DeerField 산지(21)로 수고 9.8m 이

다. 12년생때 우수했던 미국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22)는 25년

생때 수고 18.9m로 평균 19.1에 미치지 못하는 생장을 보였다. 반면

18년생때 우수했던 미국 Vermont 주의 Middlebury 산지(18)는 25년

생때 수고 20.48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 Height growth of 23 Q. rubra L. provenances by ages

산지 간 수고 생장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한 결과 23개 산지 간의 수고 생장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Table 4). 이를 토대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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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장을 보이는 산지와 다소 저조한 생장을 보이는

산지를 그룹화 하여 수고 생장에 대한 우수 산지를 선발하기 위해 다중

범위검정(DMR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3개 산지가 총 12개의 그룹

으로 나뉘어졌다(Table 5). 수고 생장이 가장 우수한 상위권에 속한 그

룹은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7), Vermont 주의

Middlebury 산지(18), 캐나다 Qubec 주의 Arthabaska 산지(13)로 나

타났다. 또한, 수고 생장이 다소 좋지 않은 하위 7개의 그룹은 우수 산

지 선발 시 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우수한 생장을

보인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7)는 가장 저조한 수

고 생장을 보인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 보다 약

53.5% 정도 우수하였다. 이는 Kriebel et al. (1988)이 연구한 20년생

루브라참나무의 산지 간 수고 생장에서 16%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보다 산지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 생장 4년생때 수고 생장이 우수하였던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7), Vermont 주의 Middlebury 산지, 캐나다

Qubec 주의 Arthabaska 산지(13)는 25년생 때에도 여전히 수고 생장

이 우수한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5). 이는 유시 생장

때 수고 생장이 우수했던 산지가 후기 생장에서도 수고 생장이 여전이

우수하였다는 Ryu et al.(2004)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미국 North 

Carolina 주에서 포지 생장이 우수한 산지가 조림지에서의 생장도 우수

했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McGee et al., 1997). 

Table 4. ANOVA for Height growth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Among Provenances

Trait F-value

Height 9.97***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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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uncan test for Height growth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Height growth (m)

Provenances Seedlot No. Height
Duncan test

-5%

New York, U.S.A Dunham Island 20.9 a

Qubec, Canada Arthabaska 20.59 ab

Virginia, U.S.A DeerField 20.5 abc

Vermont, U.S.A Middlebury 20.46 abcd

Tennessee, U.S.A Watauga 20.15 abcd

Vermont, U.S.A Cole Brook 20.14 abcd

West Virginia, U.S.A Fernow 20.11 abcd

Qubec, Canada Beloeil 20.05 abcd

Ontario, Canada Simcoe Dist. (2) 19.83 abcd

Illinois, U.S.A Urbana 19.74 abcd

New York, U.S.A Selkirk Shore (2) 19.49 abcd

Wisconsin, U.S.A Chippewa Country 19.44 abcd

Qubec, Canada Silery 19.36 abcde

Arkansas, U.S.A Womble 19.05 bcdef

Pennsylvania, U.S.A Centralia (2) 19.05 bcdef

Pennsylvania, U.S.A Centralia (1) 19.01 bcdef

Ontario, Canada Simcoe Dist. (1) 18.75 cdef

Wisconsin, U.S.A Sauk Country 18.72 def

New York, U.S.A Selkirk Shore (1) 17.75 efg

Minnesota, U.S.A St.Paul (2) 17.61 fg

Minnesota, U.S.A St.Paul (1) 16.77 g

Minnesota, U.S.A Houston Country 16.76 g

Wisconsin, U.S.A Eagle River 13.8 h

Mean 19.04

Quercus accutissima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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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eight growth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at age 4

비교수종으로 식재한 국내 상수리나무(Q. accutissima)의 수고 생장

과 25년생 루브라참나무 수고 생장 간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 결과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루브라참나무 25년생 수고 생장에서 23개 산지 모두

상수리나무보다 우수한 수고 생장을 보였으며 25년생 상수리나무의 수

고 생장 평균 15.04 보다 약 27% 정도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유시 생

장 4년생의 경우에도 루브라참나무는 미국 Minnesota 주의 Houston 

Country 산지(3)를 제외한 모든 산지에서 국내 상수리나무보다 수고생

장에서 우수함을 보여 국내 조림지에서의 적응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James. J et al.(1996) 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남부 6개 지역의 루브

라참나무는 6년생 때 수고 생장이 평균 3.3m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루브라참나무의 8년생 때 수고 생장은 23개 산지 평균 3.9m로

천연 분포지역에서 자라는 루브라참나무와 비슷한 수고 생장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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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적 도입수종 8년생 때의 수고 생장 평균은

스트로브잣나무 4.5~5m, 미송 4~5m, 라디아타소나무 9~11m 로 루브

라참나무는 다른 도입 수종에 비해서는 수고 생장이 저조함을 알 수 있

었다(Matherson et a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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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고직경 생장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흉고직경 생장을 조사한 결과, Fig 6 과

같이 산지 간에 차이를 보였다. 25년생에서 흉고직경 생장 범위는

10.1-15.3cm이며, 평균 흉고직경은 12.9cm이다. 직경 생장이 가장 우

수한 산지는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7)로 직경

15.3cm이며 평균 직경보다 약 20% 우수한 생장을 보였다. 생장이 가

장 불량한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17)로 직경 10.1cm 

이며 평균 직경 보다 약 27% 저조한 생장을 보였다. 25년생 루브라참

나무는 수고 생장과 흉고직경 생장 모두 생장이 가장 우수한 산지와 가

장 저조한 산지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ure 6. D.B.H growth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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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산지 간 수령 별 흉고직경 생장을 비교하기 위해 식재 후 12년, 

18년, 25년생의 흉고직경 생장을 비교해본 결과, 산지 간 흉고직경 생장

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식재 후 12년생에서

가장 우수한 직경 생장을 보인 산지는 캐나다 Ontario 주의 Simcoe 

Dist 1 산지(10)로 직경은 7.9cm이며, 가장 저조한 직경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23)로 직경은 4.1cm이다. 

식재 후 18년생에서 가장 우수한 직경 생장을 보인 산지는 로 직경 미

국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22)로 직경은 12.8cm이며, 가장 저

조한 직경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Virginia 주의 Deer Field 산지

(21)로 직경은 7.9cm이다. 12년생때 직경 생장이 우수했던 캐나다

Ontario 주의 Simcoe Dist 1 산지(10)는 25년생 때 직경 13.6cm로 평

균에 미치는 생장을 보였으며, 18년생때 직경 생장이 우수했던 미국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22)는 25년생때 13.4cm로 평균 보다

조금 우수한 생장을 보였기에 수고 생장과 달리 직경 생장에서는 연령과

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D,B,H growth of 23 Q. rubra L. provenances by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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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간 흉고직경 생장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23개 산지 간의 흉고직경 생장에서 통

계적인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Table 6). 이를 토대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생장을 보이는 산지와 다소 저조한 생장을

보이는 산지를 그룹화 하여 흉고직경 생장에 대한 우수 산지를 선발하기

위해 다중범위검정(DMR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3개 산지가 총 9개

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Table 7). 흉고직경 생장이 가장 우수한 상위

권에 속한 그룹은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 캐나다 Qubec 주의 Arthabaska 산지

로 나타났다. 또한, 수고 생장이 다소 좋지 않은 하위 6개의 그룹은 우

수 산지 선발 시 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ANOVA for D.B.H growth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Among Provenances

Trait F-value

DBH 2.52***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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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uncan test for D.B.H growth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D.B.H growth(cm)

Provenances Seedlot No. Height
Duncan test

-5%

New York, U.S.A Dunham Island 15.53 a

Tennessee, U.S.A Watauga 15.15 ab

Qubec, Canada Arthabaska 14 abc

Ontario, Canada Simcoe Dist. (1) 13.95 abc

Vermont, U.S.A Cole Brook 13.68 abc

Vermont, U.S.A Middlebury 13.65 abc

New York, U.S.A Selkirk Shore (1) 13.36 abc

Ontario, Canada Simcoe Dist. (2) 12.95 abcd

New York, U.S.A Selkirk Shore (2) 12.83 bcd

Virginia, U.S.A DeerField 12.8 bcd

Qubec, Canada Silery 12.73 bcde

Wisconsin, U.S.A Sauk Country 12.56 bcde

Qubec, Canada Beloeil 12.52 bcde

Pennsylvania, U.S.A Centralia (1) 12.5 bcde

West Virginia, U.S.A Fernow 12.39 cde

Illinois, U.S.A Urbana 12.17 cde

Minnesota, U.S.A St.Paul (1) 12.05 cde

Pennsylvania, U.S.A Centralia (2) 12.04 cde

Wisconsin, U.S.A Chippewa Country 11.97 cde

Minnesota, U.S.A St.Paul (2) 11.27 cde

Minnesota, U.S.A Houston Country 10.28 cde

Wisconsin, U.S.A Eagle River 10.19 de

Arkansas, U.S.A Womble 10 e

Mean 12.87

Quercus accutissima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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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생 루브라참나무의 수고 생장에서는 현재 가장 우수한 수고 생장

을 보이는 산지들이 과거에도 꾸준히 우수한 생장을 보였지만, 흉고직경

생장에서는 모든 산지가 그렇지는 않았다. 흉고직경 생장에서 우수한 생

장을 보인 미국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7)와 캐나

다 Qubec 주의 Arthabaska 산지(13)의 경우 12년생, 18년생의 흉고직

경 생장에서 평균 6.1cm, 10.2cm 에 미쳤으나, 25년생 때는 우수한 생

장을 지속하였다. 또한 우수한 생장을 보인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23)는 12년생, 18년생의 흉고직경 생장 최하위권에 속

했으나 25년생 현재에는 최상위권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8).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의 경우 국내 상수리나무의 생

장과 비교하였을 때 수고 생장에서는 10년생, 12년생, 25년생, 흉고 직

경 생장에서는 전 연령에서 상수리나무보다 생장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향후 루브라참나무 도입 시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

지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hoi et al.(2009)의 연구에 의하면 6개 지역에서 도입한 스트로브

잣나무의 24년생 평균 흉고직경은 25년생 루브라참나무와 동일한 경기

화성 지역에서 18.4cm로 루브라참나무의 평균 흉고직경 생장은 다른

도입수종에 비해 다소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왕성한 수고 생장이

이루어진 다음 직경 생장 또한 안정되어 가는 루브라참나무의 생장 특성

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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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s in ranking over time(12, 18, 25yrs)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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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적 생장

임목 형질의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임목육종 방법 중 선발육종

은 임목의 표현형(Phenotype)에 의해 우수한 개체 혹은 우수한 집단을

선발하고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그 우수성을 검정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를 생산 및 공급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현재까지는 이 표현형에 따

라 우수한 개체(수형목)를 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종원을 조성해 우

수한 종자를 보급하는 방법으로 임목육종의 개량 효과를 높이고 있다

(Akutsu et al., 2006). 채종원의 조성 목적은 생장이 우수한 수형목을

선발해 개량종자 생산 및 보급의 극대화였으나, 현재 임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생장과 더불어 우수한 재질의 목재를 생산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Han et al., 2014). 경제수

종의 생산은 대체적으로 국내 향토수종을 이용하는 것이 생물 및 생태계

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참나무류는 목재로서의 가

치가 외국 참나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립산림과

학원에선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목재 생산을 위한 루브라참나무의 적응성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5년생 루브라참나무의 목재로서의

가치를 조사해보았다.

흉고형수법을 이용하여 25년생 루브라참나무의 재적 생장을 분석한

결과는 Fig 9 와 같다. 23개 산지 중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7)의 단목 재적이 0.14m3 로 가장 우수한 생장을,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17)가 0.04m3 로 가장 생장이 저조

하였는데, 이는 수고 및 흉고직경 생장이 우수한 개체일수록 단목 재적

또한 우수한 당연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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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olume growth of 23 Q. rubra L. provenances at age

23개 산지 간 수령 별 재적 생장을 비교하기 위해 식재 후 12년, 18년, 

25년생의 재적 생장을 비교해본 결과, 산지 간 재적 생장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 식재 후 12년생에서 가장 우수한 재

적 생장을 보인 산지는 캐나다 Ontario 주의 Simcoe Dist. 1 산지(10)

로 단목 재적은 0.0241m3이며, 가장 저조한 재적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23)로 단목 재적은 0.004m3이다. 

식재 후 18년생에서 가장 우수한 재적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22)로 단목 재적은 0.103m3 이며, 가장

저조한 직경 생장을 보인 산지는 미국 Virginia 주의 Deer Field 산지

(21)로 단목 재적은 0.03m3이다. 25년생을 제외하고는 12년, 18년생

모두에서 흉고직경 생장이 우수한 산지와 저조한 산지가 재적 생장에서

도 우수하거나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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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Volume growth of 23 Q. rubra L. provenances by ages

25년생 루브라참나무의 23개 산지 간 평균 단목 재적은 0.096m3로

나타났으며 비교 수종인 25년생 상수리나무의 단목 재적은 0.07m3로

루브라참나무의 평균 단목 재적은 상수리나무에 비해 약 30%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입수종인 구주소나무 28년생의 평균 재적 생

장인 0.0635m3  보다는 약 51% 가량 재적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나(Ryu et al., 2013), 비슷한 연령대에서 다른 도입수종에 비해 재적

생장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목재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수종이라고 판단된

다(Ryu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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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간 통직성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의 수간통직성은 Fig 11 에서 보듯 산지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간 통직성 가장 우수한 지수 1부터

가장 불량한 지수 6에 해당되는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평균은 1.7

으로 비교 수종인 국내 상수리나무의 평균 2.1보다 약 28% 정도 수간

통직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별로 살펴보면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의 루브라참나무 수간 통직성 지수가

1.4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미국 Wisconsin 주의 Sauk Country 산지의

루브라참나무가 2.5로 가장 저조하였다. 루브라참나무는 수간 통직성 지

수 1과 2에 해당되는 비율이 전체의 84%에 해당하였으며, 비교 수종인

상수리나무 16.7%에 비해서 약 403% 정도 높게 나타나 수간통직성이

우량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1. Stem straightness of 23 Q. rubra L. prove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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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림 생존율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를 경기도 수원 화성시 어천시험림에 1-0묘를

조림하여 12년, 18년, 25년의 루브라참나무 산지 별 생존율을 조사한 결

과는 Fig 12와 같다.

Figure 12. Survival rate of 23 Q. rubra L. provenances

식재 당년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평균 조림확착율은

91%(84~95%)이며 산지 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재 후 25년

생에서의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평균 조림 생존율은

52.2%(23~72%)이었으며 미국 Vermont 주의 Middlebury 산지(18) 

및 Cole Brook 산지(19)의 생존율이 각각 74.7%, 69.3%로 가장 우수

하였고, 미국 Virginia 주의 DeerField 산지(21) 및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22)가 각각 26.7%, 22.7%로 저조한 생존율을 보여 산지

들 간의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조림 후 18년생때의 조림생존율은 평균

61.2%로 25년생때 모든 산지에서 5~10% 정도 생존율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식재 후 25년생에서 불량한 생존율을 보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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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ansas 주의 Womble 산지(22)는 식재 후 18년 까지는 60%의 양

호한 생존을 유지하다가 현재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13).

Figure 13. Survival rate of 23 Q. rubra L. provenances by ages

비교 수종인 국내 상수리나무의 25년생때의 평균 조림생존율은 24%로

루브라참나무에 비해 저조한 생존율을 나타낸다. 국내 상수리나무의 18

년생때의 평균 조림생존율은 61.3%로 오히려 루브라참나무에 비해 높

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25년생때는 약 35% 감소하여 급격히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루브라참나무가 국내 상수리나무보다 적응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Pennsylvania 주에서 연구된 루브

라참나무 14년생의 생존율은 약 69.8%로 우리나라에 조림된 루브라참

나무와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cclenahen, 1997).

그러나 루브라참나무 적응성 검정림 내의 동일한 토양 및 환경 조건 하

에 생장하는 산지들 중 12년생에서 가장 조림지에 잘 적응하여 자생했

던 미국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의 경우 13년이 지난 현재 23개

산지 중 생존율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기후풍토에 잘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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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수리나무의 생존율이 25년생 현재 22% 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림에 대해 토양 등의 환경 요인에 관한 추가적인 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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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상비분석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형상비(slenderness ratio) 분석을 실시

하였다. 임목 형상비는 수고 생장과 흉고직경 생장의 비율

(Height/D.B.H)로 해당 개체의 생장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이

다. 일반적으로 형상비 수치가 클수록 눈, 폭설, 풍해 등의 기상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Stephan, 1997).

25년생 루브라참나무의 각 산지 별 형상비를 분석한 결과 흉고직경

생장이 좋은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의 형상비가 1.32로

다소 작았다. 수고 생장이 좋은 미국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의

형상비가 1.64로 다소 높게 나왔다. 즉 수고 생장에 비해 직경 생장이

우수한 산지의 개체들이 기상재해에 대해 다소 안정적인 생장을 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Fig 14).

Figure 14. Slenderness ratio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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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산지 간 수령 별로 형상비 추세를 비교해본 결과, 형상비의 증가

와 감소가 반복됨을 알 수 있었다(Fig 15). 이러한 이유는, 18년때의 평

균 수고 생장에 비해 25년생 때의 평균 수고 생장은 약 59% 증가하였

지만, 흉고직경 생장은 약 26% 증가했기에 수고 생장이 흉고직경 생장

보다 2배 가량 왕성한 생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식재된 다른 수종의 형상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39년

생 스트로브잣나무(P. strobus)의 형상비는 평균 0.57(Choi 등, 2010), 

30년생 테다소나무(P. taeda)의 형상비는 평균 0.65(Kwon 등, 2007)

로서 루브라참나무의 형상비는 다른 도입수종에 비해 기상재해에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생육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Park et al.(2009)이 연구한 우리나라 해안지역 곰솔림의 형상비 분석

에 의하면 임분의 밀도가 높을수록 형상비의 수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루브라참나무의 경우에도 약 1,700본 가량이 1.3ha 안에 조림되어 높은

밀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형상비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Figure 15. Slenderness ratio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by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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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리적 요인과 23개 산지 간 생장특성 간의 상관관계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위도, 경도, 생장 간의 단순 상관관계는

Table 8과 같다. 원산지의 위도 및 고도는 모든 생장 특성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도는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생장 특성들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내륙지역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보다는 해안지역

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의 수고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상관계수가 12년생의 경우 -0.4~-0.6 수준이었는데 반해 현재 25

년생에서는 -0.16~-0.24 수준이다. Ryu et al.(2004)의 연구에 의하

면 도입 종의 경우 수령이 증가할수록 원산지의 지리적 요소와 생장특성

간의 상관관계가 점차 약해지는 결과와 유사한 경항을 보인다.

따라서 경도에 따른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생장특성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애팔레치안 산맥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

무와 해안지역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 두 그룹간의 생장특성을 T-검

정을 이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에는 수고 생

장, 흉고직경 생장, 재적 생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든

생장 측면에서 해안지역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가 내륙지역에서 도입

한 루브라참나무 보다 국내 적응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growth performance

and geographical variable of 23 provenances of Q. rubra L. 

Latitude Longitude Altitude DBH Height Volume
Survival

rate

Latitude 1.00 -0.19 -0.26 0.01 -0.06 0.01 0.64

Longitude -0.38 1.00 0.11 -0.16 -0.26 -0.21 -0.49

Altitude -0.15 0.11 1.00 -0.06 0.01 -0.06 -0.34

DBH 0.00 -0.12 -0.07 1.00 0.58 0.95 0.10

Height -0.01 -0.23 -0.03 0.62 1.00 0.58 0.07

Volume 0.73 -0.15 -0.06 0.99 0.73 1.00 0.12

Survival

rate
0.10 -0.60 -0.24 0.08 0.10 0.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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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의 유전다양성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대립유전자 빈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

개의 microsatellite 유전자좌(gene locus)에서 모두 다형성을 보였으며,

총 292개의 대립유전자좌가 관찰되었다. 10개 유전자좌 중 2개의 유전

자좌(GA0A01, GA1C08)에서는 23개 산지 모두의 주 대립유전자가 공

통으로 발견되었다. GA0C19 유전자좌에서는 Ontario(1), 

Pennsylvania(1) 산지, Minnesota(2), Minnesota(3), Wisconsin(1), 

Wisconsin(2). New York(1), New York(2), Qubec(3), Wisconsin(3), 

Vermont(1), Vermont(2), Virginia, Arkansas 산지, New York(1), 

Vermont(1), West Virginia 산지, Wisconsin(2), Ontario(2), 

Qubec(2) 산지, Minnesota(1), Qubec(1), Tennessee 산지,

Minnesota(2) 산지의 주 대립유전자가 같았다. 이외 7개의 유전자좌

(GA0C11, GA0E09, GA0M05, GA0M07, GA1C06, GA1F02, 

GA1G13)에서는 주 대립유전자좌가 7개 이상씩 발견되어 산지 별로 다

양하게 구분되었다.

조사된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별 유전다양성은 Table 9 와 같다.

표지자 별 대립유전자의 개수는 14개(GA0A01)에서 38개(GA0E09, 

GA1C06)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16). 23개 산지 별 대립유전자

평균 개수는 Minnesota(1)번, Minnesota(3), Tennessee 산지에서 각

각 5.2개, 8.2개, 7.6개로, New York(1), Ontario(1), West Virginia,

Arkansas 산지 10.6개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났다. 유효대립유전자의

평균 개수는 23개 집단에서 3.2~6.8개로 대립유전자의 평균 개수와 비

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나, Wisconsin(2) 산지는 New York(1) 산지

에 비해 대립유전자의 평균 개수는 적지만, 유효대립유전자의 평균 개수

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7).

산지 별 관찰된 대립유전자 평균 (A/L=9.0)보다 대립유전자의 다양

성이 떨어지는 산지는 Minnesota(1)(5.2), Minnesota(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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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3)(8.2), Wisconsin(1)(8.5), New York(3)(9.7), 

Pennsylvania(2)(8.9), Wisconsin(3)(8.4), Vermont(1)(8.5), 

Vermont(2)(8.8), Virginia(8.88), Tennessee(7.6)이었다.

평균 이형접합률 관측값(Ho)은 0.764이고, 가장 낮은

0.647(Wisconsin(1)) 부터 가장 높은 0.909(Tennessee)까지 다양하

게 나타났다(Table). 산지 별 기대 이형접합도(He)는 가장 낮은

0.638(Minnesota(1))부터 가장 높은 0.818(Wisconsin(2))까지 평균

0.767을 보이고 있다. 애팔레치아 산맥을 기준으로 해안방향에서 도입

한 루브라참나무와, 내륙방향에서 도입한 루브라참나무 집단 간의 유전

다양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입수종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의 유전다양성은 북미 천연

지역에 분포하는 루브라참나무의 유전다양성과 비교하였을 때, 대립유전

자의 수는 북미 천연 분포지역의 루브라참나무가 조금 더 많았으며 이형

접합체 관찰치는 국내 루브라참나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Stephanie, 

2010). 참나무과에 속하는 다른 참나무들과의 유전다양성을 비교해본

결과 루브라참나무는 중국 난징 지역에 자생하는 굴참나무(Qeurcus 

variabilis Blume.)보다 대립유전자 다양성은 및 이형접합도 수치는 모

두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Xiaomeng et al., 2017). 페트라참나무

(Quercus petraea Liebl.)는 대립유전자 다양성 및 이형접합도가 모두

루브라참나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Kremer et al., 1998), 조지아참나무

(Quercus georgiana M.A Curtis.)는 루브라참나무보다 대립유전자 및

이형접합도 모두 낮은것으로 나타났다(Priyanka, 2017). 국내에서 자생

하는 참나무과의 나무들과 루브라참나무 간의 유전다양성을 비교해본 결

과 국내 상수리나무(Quercus accutissima) 조림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다양성 수치를 보였다(Kim et al., 2009). 또한 국내 굴참나무 6개 채종

임분에서의 유전변이와 비교해본 결과 대립유전자수 및 이형접합도 관찰

치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Jeong et al.,2014). 전반적으로 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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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참나무의 유전다양성은 국내 자생하는 참나무가 가지는 유전다양성과

비교해 높은 다양성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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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enetic diversity information of Q. rubra L. in provenances 

test site

Prov. Samples A/L Ae/L Ho He I F

1 15 5.20 3.233 0.687 0.638 1.271 -0.064

2 15 8.30 4.525 0.753 0.734 1.671 -0.028

3 15 8.20 4.937 0.760 0.783 1.772 0.036

4 15 8.50 5.169 0.647 0.749 1.738 0.131

5 15 10.20 6.616 0.784 0.818 2.003 0.035

6 15 9.30 5.316 0.764 0.774 1.847 0.011

7 15 10.60 6.508 0.842 0.808 2.010 -0.049

8 15 9.80 5.761 0.744 0.764 1.872 0.018

9 14 8.70 4.601 0.795 0.758 1.744 -0.042

10 15 10.20 6.336 0.760 0.806 1.966 0.056

11 15 9.40 5.673 0.772 0.791 1.889 0.024

12 15 9.20 5.884 0.737 0.797 1.900 0.080

13 15 9.30 5.380 0.824 0.773 1.830 -0.063

14 15 9.60 6.014 0.767 0.808 1.937 0.050

15 15 9.10 5.111 0.800 0.784 1.846 -0.018

16 13 8.90 4.512 0.788 0.745 1.740 -0.058

17 14 8.40 4.592 0.673 0.670 1.602 0.008

18 13 8.50 5.120 0.671 0.685 1.651 0.012

19 15 8.80 5.134 0.784 0.763 1.763 -0.018

20 15 10.60 6.456 0.750 0.802 1.984 0.054

21 14 8.80 5.686 0.782 0.799 1.872 0.027

22 13 10.60 6.794 0.779 0.792 1.984 0.042

23 7 7.60 5.936 0.909 0.796 1.811 -0.176

Mean 14.3 9.035 5.448 0.764 0.767 1.813 0.003

SE 0.157 0.200 0.158 0.013 0.009 0.031 0.013

A/L= Number of allels per locus; Ae/L= Number of effective alleles per 

locus; Ho=Observed Heterozygosity; He= Expected Heterozygosity; I= 

Shannon’s(1949) Information Index; F= Fix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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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llele frequencies by 23 provenances and 10 loci of Q. rubr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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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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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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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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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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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llelic patterns across 23 provenances of Q. rubra L. revealed by 10 microsatellite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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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유전적 거리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유전적 거리를 추정하기 위해 Nei’s 

genetic distance를 구하여 유연관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

Minnesota 주의 St.Paul(2) 산지와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의

유전적 거리가 0.852로 가장 멀었고, 미국 Virginia 주의 DeerField 산

지와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의 유전적 거리가 0.230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중 19개의 산지

는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와 유전적 거리가 가장 먼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Neighbor-joining tree

는 Figure 18 과 같다.

23개 산지 간 유연 관계를 추정한 결과, 미국 New York 주의

Selkirk Shore(1) 산지와 캐나다 Ontario 주의 Simcoe Dist. (1) 산지,

캐나다 Quebc 주의 Beloeil 산지와 미국 Pennsylvania 주의 Centralia 

(1) 산지, 미국 Wisconsin 주의 Sauk Country 산지와 Cippewa 

Country 산지 그리고 Illinois 주의 Urbana 산지가 지리적으로 거리와

유전적 거리가 비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23개

산지 중 다른 산지들과 가장 거리가 먼 미국 Tennessee 주의

Watauga 산지의 경우 유연 관계를 분석한 분지도에서도 개별적인 군이

형성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유전적 거리와 지리적 거리가 유사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미국 Minnesota 주의 Houston 

Country 산지와 Vermont 주의 Middlebury 산지, 미국 Minnesota 주

의 St.Paul (2) 산지와 Pennsylvania 주의 Centralia (2) 산지, 미국

Virginia 주의 DeerField 산지와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는 지리

적 거리가 다소 멀지만 같은 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의 증감이 비례한다는 기존의 연구(Ryu, 1982)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같은 결과는 수종의 지리적 특성과 유전

적 특성관의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Microsatellite 표지자의 속성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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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Choi, 2010). 따라서 루브라참나무 우수 산지의 선발 시,

산지 간 유전적인 특성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기에 생장 특성이

우수한 산지를 선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Figure 18. Neighbor-Joining tree of 23 provenances based on Nei’s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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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1993년도에 식재된 루브라참나무(Quercus 

rubra L.)의 생장 특성 전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대해

적응성이 높은 우수한 산지의 선발을 위해 조사하였다.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가 23개 산지 중 수고, 흉고직경, 재적

생장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비교수종인 국내 상수리나무보다도

우수함을 보였다. 반면 생장이 가장 불량한 산지는 미국 Wisconsin 

주의 Eagle River 산지로 국내 상수리나무보다 생장이 저조함을 보였다.

루브라참나무 23개 산지 간 수간 통직성을 조사한 결과, 미국 New 

York 주의 Dunham Island 산지가 수간통직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Arkansas 주의 Womble 산지가 가장 불량하였다. 1993년

루브라참나무 조림 당시 활착률은 91%였으나, 시간이 지난 현재

25년생의 조림 생존율은 52%를 나타냈다. 도입 원산지의 지리적

요인과 생장특성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의 경도와

생장특성 간의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상관계수는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약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해안지역에 자생하는 루브라참나무 집단이 내륙지역에 자생하는

루브라참나무 집단에 비해 생장 특성이 우수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Microsatellite 표지자를 이용하여 23개 산지 간의 유전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대립유전자 다양성 및 이형접합도 관찰치는 북미

천연 분포지역에 자생하는 루브라참나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국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보다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Nei’s genetic 

distance를 이용하여 23개 산지 간의 유전적 거리를 추정한 결과,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 간의 뚜렷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루브라참나무 우수 산지 선발 시 생장 특성이 우수한 산지를

선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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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aptation Test for 23 

Provenances of Introduced 

Species, Quercus rubra L. 

in South Korea

Kim Ki-Won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genetic diversity of 23 provenances of Quercus rubra L. 

(Northern red oak) in order to select the provenances that adapt

well to domestic environment for cultivation of economic species 

and improving domestic wood self-supply. In 1972, oak seeds were 

introduced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a red oak introduced 

from North America was proved to be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of South Korea. In 1991, northern red oak seeds were introduced 

from 23 provenances of North America and Canada. Provenance 

tests were carried out at Eocheon test forests in Hwaseoung, 

Gyeonggi-do. Height growth, D.B.H growth, volume growth and 

stem straightness were surveyed and compared to those of 

domestic oak species, Quercus accutissima and determ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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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ity of 23 provenances of northern red oak. In height growth, 

Dunham Island provenance of New York showed the highest height 

growth among 23 provenances, and Eagle River of Wisconsin was 

the worst provenance of height growth and poorer than Quercus 

accutissima. For D.B.H growth, Dunham Island of New York was the 

highest provenance of stem growth among 23 provenance, and 

Eagle River provenance of Wisconsin showed the worst stem 

growth. The average height and D.B.H growth of 23 provenances of 

northern red oak were 38% and 11% higher than the average 

growth of height and D.B.H. of Quercus accutissima. The results of 

volume growth were the same as the results of height and D.B.H 

growth. The average volume growth of 23 provenances of northern 

red oak was about twice as high as average volume growth of 

Quercus accutissima. For stem straightness, Dunham Island 

provenance of New York was the most excellent provenance, and 

Womble provenance of Arkansas was the worst. The northern red 

oak showed 28% better stem straightness than Quercus accutissima

The northern red oak performed excellent growth on height, D.B.H, 

volume and stem straightness compared to the domestic species, 

Quercus accutissimas.  The weak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longitude of origin provenances and growth performances were 

fou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owth 

between coastal and inland origins separated by the Appalachia 

mountains in South Eastern United States. The relative growth of 

coastal provenances was superior to the inland origins.  As a result, 

the most suitable provenance for Korean environment could be 

Dunham Island, New York, USA. Microsatellite markers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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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dentify differences in genetic diversity among the provenances. 

Allelic diversity and heterozygosity were observed at a similar level 

to that of naturally growing populations in North America. Northern 

red oak showed higher genetic diversity than other oak species. 

The genetic distances among 23 provenances did not show a clear 

trend when the geographical distance of origin was considered. 

Therefore, the selection of superior provenance according to the 

growth characteristics would be possible without loss of genetic 

diversity in Quercus rubra in South Korea.

Keywords : Quercus rubra L., Oak spp, provenance test, 

microsatellite marker, genetic diversity, genet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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