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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온대낙엽활엽수림의 봄철에는 상층 수관층 개엽이 시작되고 잎이 빠르게 

생장하기 때문에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의 양이 급격히 변화한다. 춘

계단명식물(春季短命植物, Spring ephemeral)은 초봄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층 수관이 울폐되기 전까지 생활사를 완료하는 초본 식물로 임

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의 양은 춘계단명식물 생활사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과 같은 이유로 상층 수관층 개엽 시기가 불

안정해지면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의 양이 변하게 되어 춘계단명식물 

생활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층 수관 울폐시기

가 빨라질 경우 춘계단명식물인 얼레지(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의 생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

화시기인 5월 초 그늘막을 설치하여 엽면적, 바이오매스와 같은 생장 특

성, 탄소분배 패턴, 종자발생량과 같은 번식 특성을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에서 비교해 보았다. 

얼레지 잎이 막 펴진 5월 초에서 개엽이 절정에 달한 5월 중순 사이 

엽면적 증가량은 그늘처리구에서 1.2배 더 크게 나타났고 5월 중순 엽면

적비(Specific leaf area) 역시 그늘처리구에서 크게 나타나는 등 음엽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늘처리구에서 잎이 더 빨리 시들었

다. 그늘진 조건에서는 낮은 광합성률에 비해 높은 호흡률과 광보상점으로 

광합성 산물 생성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5월 말 얼레지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는 비개화 개체의 경우 대조구에서 약 1,852 ㎎, 그늘처

리구에서 약 1,296 ㎎이었고, 개화 개체의 경우 대조구에서 약 2,735 ㎎, 

그늘처리구에서 약 1,872 ㎎으로 비개화 개체(P < 0.01)와 개화 개체(P 

< 0.001) 모두 그늘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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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바이오매스 패턴을 분석했을 때 번식 능력이 있는 개화 개체는 

5월 중순까지는 무성 생장 기관에 자원을 분배하고 이후는 번식 기관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늘막 설치 10일 후인 5월 중

순에는 대조구와 처리구 간에 바이오매스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그늘막 

설치 20일 후인 5월 말에는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것은 그늘처리구에서 낮은 광합성률로 인해 당해 광합성 산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론되었다. 결론적으로, 얼레지는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하부에 저장된 자원을 생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번식을 위해 당해 광합성 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레지는 생

장과 번식을 위한 자원의 출처 차이와 분배의 시간차로 인해 생장과 번식 

사이의 직접적인 자원 맞교환 전략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열매로 이동하는 당해 광합성 산물은 대조구보다 그늘처리구에서 이른 

시기에 이동하였다. 하지만 열매 성숙 비율, 종자 발생 비율, 발아율 등 번식

이 그늘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번식이 저조하였다. 얼레지는 무

성 번식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 생산이 감소하면 새로 유입되는 개

체수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상층 수관층 울폐시기가 빨라지면 얼

레지 개체군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주요어 : 수관 울폐, 빛의 가용성, 생장 양상, 탄소 분배, 종자 생산, 얼레지

학  번 : 2011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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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층 수관층 개엽과 울폐는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의 양을 변화시

킨다. 특히, 온대낙엽활엽수림에서 봄철에는 상층 수관층의 개엽이 시작

되고 잎이 빠르게 생장, 울폐되기 때문에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의 

양이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환경은 눈이 녹기 시작할 때 지상으로 줄기

가 나와 상층 수관이 덮이기 전 짧은 생육 기간에 생활사를 마치는 춘계

단명식물(Spring ephemeral)의 생활사에 영향을 미친다(Schemske et 

al., 1978; Lubbers and Christensen, 1986). 

  상층 수관층의 개엽은 대기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고

(Gordo and Sanz, 2005; Richardson et al., 2006), 겨울철 빙점일수

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 (Raulier and Bernier, 2000) 등이 있는 반면 

춘계단명식물의 생장 개시는 눈이 녹는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고(Fitter et al., 1995; Diekmann, 1996; Kudo et al., 2008), 생장 

특성은 높은 광도의 빛을 받는 기간과 관련된다는 연구(Routhier and 

Lapointe, 2002)가 있다. 이렇게 춘계단명식물의 생장과 상층 수관층 개

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의 차이로 인해 춘계단명식물의 생장 시기와 

상층 수관층이 덮이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연도별로 변동폭을 가지게 된

다. Kudo et al.(2008)은 일본 북쪽 지방에서 약 8년 동안 눈이 녹은 시

기와 상층 수관층의 개엽 시기 사이의 일수가 26일에서 49일까지 다양하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기후변화와 봄철 식물계절학 연구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유럽지역에

서 개엽, 개화시기가 평균 6.3일이 앞당겨 졌고(Menzel, 2000), 캐나다 

서부 Populus tremuloides의 개화시기가 지난 세기에 비해 26일 앞당겨 

졌다는 보고가 있다(Beaubien and Freeland, 2000). 우리나라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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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식물종을 대상으로 한 식물계절성 연구에서 2011년 광릉 국립수목원 

소리봉 지역의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Siebold & Zucc.) 

Blume), 졸참나무(Quercus serrata Thunb.) 등은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815일 정도 빠르게 개엽하였고, 까치박달(Carpinus 

cordata Blume)은 2010년과 비슷하게 개엽하였다. 당단풍나무(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개엽

이 12일 늦어졌지만 2011년에는 2일 빨라졌다. 춘계단명식물인 복수초

(Adonis amurensis Regel & Radde)의 개화는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16일 빨라졌고,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5일 늦어졌다(국립수

목원, 2011). 이렇게 불안정한 식물계절 현상으로 인해 춘계단명식물이 

상층 수관층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도별로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춘계단명식물이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을 받는 기간 역시 

연도별로 불안정하며 이는 춘계단명식물의 생장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물은 당해 번식(Current reproduction)과 다음 해 생장과 번식을 위

한 저장 사이에서 자원분배 맞교환(Tradeoff) 전략을 가진다. 이러한 

맞교환 전략은 종에 따라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종 내에서도 교란 등 환

경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Garcia and Ehrlen, 2002). 춘계단명

식물은 전체 생육 시기와 번식 시기는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당해 번식과 

다음 해 생장과 번식을 위한 저장 사이의 자원 분배 패턴은 춘계단명식물

에게 중요한 생활사 전략이다(Lubbers and Lechowicz, 1989; 

McKenna and Houle, 2008). 또한, 춘계단명식물은 탄소 고정과 자원 

축적을 위해 이른 초봄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에 크게 의존한다

(Sparling, 1967; Riser and Cottam, 1967). 따라서 춘계단명식물의 생

활사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의 변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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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원분배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Brady et al.(2011)에 의하면 봄철 눈에 의해 젖는 지표면으로부터 몇 

센티미터의 토양은 높은 비열을 가지기 때문에 건조한 토양보다 보통 

36 ℃ 정도 낮다고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양 온도는 대기 온도보다 

계절별, 일별 변화폭이 적기 때문에(Unger, 1978) 불안정한 계절 현상 

하에서 대기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층부 개엽에 비해 춘계단명식물

의 계절현상은 다소 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층 수관이 빨리 울폐되어 빛이 하층으로 유입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춘계단명식물 중 

분포범위가 넓은 얼레지(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의 

생활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질문은 1. 상층 수관 

울폐가 빨리 진행되어 하층으로 빛이 유입되는 기간이 짧아지면 얼레지 

생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2. 동일한 상황에서 얼레지의 자원 

분배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동일한 상황에서 얼레지 번식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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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춘계단명식물(Spring ephemeral)의 생장 특성

 

  춘계단명식물은 초봄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층 수관이 울폐되

기 전까지 빛이 임분 하층부까지 유입될 때 생활사를 완료하는 초본 식물

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춘계단명식물은 얼레지, 바람꽃류

(Anemone sp.), 현호색류(Corydalis sp.), 복수초(Adonis amurensis 

Regel & Radde), 연령초(Trillium kamtschaticum Pall. ex Pursh), 노

루귀(Hepatica asiatica Nakai) 등이 있다. 

  온대활엽수림의 춘계단명식물은 눈이 녹기 시작하여 상층 수관이 덮이

는 약 56주 짧은 생육 기간에 생장과 번식을 위해 빛, 물, 양분 등의 

자원을 얻는 특별한 생존 전략을 가진다(Schemske et al., 1978; 

Muller, 1978; Mitchell & Woodward, 1988; Hughes, 1992). 

  춘계단명식물은 탄소 고정과 자원 축적을 위해 이른 초봄 임분 하층으

로 유입되는 빛에 크게 의존한다(Sparling, 1967; Riser and Cottam, 

1967). 따라서 상층 수관 울폐로 인해 임분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이 감

소하는 것은 춘계단명식물이 시드는 주요 요인이다. 춘계단명식물의 잎은 

그늘에 순응하기 전에 져버리기 때문에 그늘순응(Shade adaptation)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춘계단명식물은 광합성 기작이 발달하여 빠른 기

간 내 높은 광합성률을 보인다(Eickmerier and Schussler, 1993). 높은 

광합성률은 높은 수분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초봄의 낮은 토양 온도와 

초봄 하층 식생의 높은 증산율, 낮은 뿌리 바이오매스는 수분 스트레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낮은 토양 온도는 양분 흡수도 제한한다. 이

러한 조건에서 춘계단명식물은 높은 광합성률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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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하고 낮은 온도에서 효소의 제한된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양분을 뿌리로 보내야한다(Lapointe, 

2001). 저장된 양분의 재사용은 양분 흡수가 제한되는 낮은 토양 온도에

서도 식물이 눈이 녹자마자 빠르게 성장하도록 한다(Chapin et al., 

1986; Atkin, 1996).

  춘계단명식물의 생장에는 낮은 대기 온도가 유리하다는 연구가 있다.  

지속적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실험에서 얼레지 잎은 10 ℃에서보다 20 ℃

에서 한 달 먼저 시들었다(Yoshie and Fukuda, 1994). Nault and 

Gagnon(1993)에 따르면, 춘계단명식물 알뿌리는 온도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생장률이 저하되어 양분 저장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이것은 춘계단

명식물 잎 시드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2.2 얼레지 생활사 

  얼레지는 백합목(Liliales) 백합과(Liliaceae) 얼레지속(Erythronium)

에 속하며 얼레지속은 총 26종이다. 16종은 서북아메리카의 해안 능선, 

캐스캐이드 산맥과 록키 산맥에 분포하고 있으며(Applegate, 1935; 

Munz, 1959), 6종은 동북아메리카에 분포해 있다(Fernald, 1950; 

Parks and Hardin, 1963). Erythronium denscanis는 유럽에 분포하

며(Hegi, 190831), Erythronium caucasicum은 코카서스(Caucasus)

에 분포한다(Krashennikov in Komarov, 1935). 나머지 2종인 

Erythronium sibiricum (Krashennikov in Komarov, 1935)과 얼레지

(Ohwi, 1965, 1972)는 동아시아에 분포하며 특히 얼레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많이 분포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울릉도

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높은 산악 지대에서 자란

다(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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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지는 겨울에 지상부는 죽어도 지하부는 살아서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돋는 다년생 초본이다. 봄철 눈이 녹는 4월 중순 지상부 줄기가 나

오기 시작하며 그 이후 수관층이 덮이기 전 약 45주 기간 동안 생장과 

번식 시기를 보낸다. 휴면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 최소 5개월은 지속된

다. 새로운 뿌리는 10월경에 발생하여 11월경 새로운 지상부 줄기가 알

뿌리(Bulb) 내에서 생성된다(Kawano et al., 1978). 

  새로 발아한 1년생은 자엽만 있으며 이것은 생장을 위해 광합성을 하

는 유일한 부분이다. 자엽은 한 달 정도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알뿌리가 

형성되어 광합성 산물을 저장한다. 유묘(Seedling)는 45 ㎝ 길이의 실 

같은 형태이며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커질 때에 크기 뿐 아니라 

모양도 좁은 달걀형, 달걀형, 둥근 달걀형에서 일반적으로 심장저인 넓은 

달걀형의 모양으로 변한다(Kawano, 2005). 

  얼레지가 번식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 710년 정도 걸린다

(Yokoi, 1976). 번식 능력이 없는 비개화 개체는 항상 한 개 잎을 가지

는 반면 번식 능력이 있는 개화 개체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잎을 가진다. 또한 개화 개체에는 꽃대가 한 개 있으며 꽃대 끝에는 보라

색 꽃 한 개가 달린다. 얼레지가 번식 능력을 갖추더라도 항상 다음 해에 

연이어 개화하지는 않는다(Kawano, 2005). 또한 엽면적 크기에 따라 비

개화 개체가 다음 해에 개화 개체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Kawano et 

al., 1982). 같은 속 Erythronium americanum과 Erythronium 

albidum과 같은 북아메리카 수종은 무성 번식을 하지만(Blodgett, 1910; 

Muller, 1978) 얼레지는 무성 번식을 거의 하지 않으며 아주 드물게 

Bulbappendage의 우연한 분화로 무성 번식을 하기도 한다(Kawano 

et al., 1982).

  얼레지의 수분 매개체는 호박벌(Bombus sp.) 왜알락꽃벌(Nom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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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등과 같은 큰 막시류(벌류)와 일본산나비(Luehdorfia japonica), 큰

줄희나비(Pieris melete) 같은 나비류 등이다(Kawano and Nagai, 

1982; Ishikawa and Honda, 1999). 밑씨는 1877개 (평균 38.7 ± 

10.6 개)이며 꽃가루는 1.62.4 x 105으로 꽃가루/밑씨 비율

(Pollen/ovule ratio)이 4,8006,150 정도로 높다(Kawano et al., 

1982). 이렇게 높은 꽃가루/밑씨 비율은 이배교배(Outbreeder)의 좋은 

지표이다(Cruden, 1977). 

얼레지는 3심피씨방(3locular ovary)이며 각각의 심피에는 1018

개의 밑씨를 포함하여 전체 약 3054개 밑씨를 생산한다. 열매의 성숙

과 종자 산포는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수관이 완전히 울폐되는 시

기 전후로 이루어진다. 종자 생산량은 개체마다, 해마다 다르지만 한 개

체당 평균 25.0 ± 12.3개이다. 종자생산비율(Seed/ovule ratio)는 약 

30.766.7 %이다(Kawano et al., 1982). 성숙한 종자는 황색 혹은 갈

색이며 23 ㎜ 길이를 가진다. 종자 끝에 단백질 덩어리인 엘라이오좀

(Elaiosome)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개미에 의한 종자 산포가 이루어진

다. 종자 산포가 이루어진 후에는 두꺼운 낙엽층 아래 토양 표면에 67

개월 휴면 상태로 있게 된다(Kondo et al., 2002).

2.3 생장과 번식을 위한 자원 분배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결과인 순탄소획득량(Net carbon gain)은 각 

기관에 분배되며 순탄소획득량의 분배 양상은 식물의 생장, 자원 저장, 

번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mith et al., 2011). 

  환경 요인의 제한이 있을 때 식물은 생장을 위해 각 기관에서 자원분배 

맞교환(Tradeoff)이 일어난다. 잎과 줄기 쪽으로 탄소를 분배하면 빛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해 탄소획득률은 높아지지만 뿌리 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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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탄소 분배는 희생된다. 마찬가지로 뿌리로 탄소를 분배하면 물과 토양 

영양소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지만 광합성에 의한 탄소획득률을 제한된다.

  또한, 식물은 당해 번식(Current reproduction)과 다음 해 생장과 번

식을 위한 저장(Storage) 사이에서 자원분배 맞교환 전략을 가진다. 번

식 기관으로 탄소를 분배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탄소 분배를 줄이

게 된다. 당해 번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생장과 저장을 위한 자원 

분배를 줄이는 것을‘직접적인 번식비용(Direct of reproduction)’이라

고 한다(Obeso, 2002). 

  당해 번식을 위한 자원 분배는 수종마다 다르고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인위적인 잎 제거(Defoliation) 후 대부분의 목본 수종은 종

자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초본 식생의 44 %는 종자 생산량이 바뀌지 않

았다고 한다(Obeso, 1993). 어떤 목본 수종은 당해 번식을 위해 잎에 

의한 당해 광합성 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번식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줄기

(Reproductive stem)에 저장된 양분을 사용하기도 한다(Obeso and 

Grubb, 1993; Miyazaki et al., 2002). 또한 어떤 수종은 개화시기에 생

성한 당해 광합성 산물은 종자 생산에 사용하지만 열매시기에 생성한 당

해 광합성 산물은 다음 해 생장과 번식을 위해 저장해 둔다고 한다

(Marquis, 1992; Garcia and Ehrlen, 2002). 

  춘계단명식물은 전체 생육 시기와 번식 시기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당

해 광합성 산물을 분배하는 양상은 춘계단명식물에게 중요한 생활사 전략

이다(Lubbers and Lechowicz, 1989; McKenna and Houle, 2008). 

춘계단명식물인 Trillium grandiflorum(연령초속)은 당해 광합성 산물을 

당해 종자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당해 번식을 위한 자원 분배가 다음 해 

생장과 번식을 위한 저장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Lubbers와 

Lechowicz(1989)는 이런 현상을 수분 성공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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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춘계단명식물인 Adonis ramosa(복수초속)

는 당해 광합성 산물의 소량만 당해 번식에 이용하며 많은 양은 다음 해 

생장을 위해 지하부에 저장한다. 대신 당해 종자 번식을 위한 자원의 약 

1/3은 열매에 의한 광합성 산물로 보충되기 때문에 이 수종은 해를 거쳐

서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가능하다(Kudo et al., 2004). 당해에 번식 결

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저장된 양분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생기

는 지연된 반응은 발달된 저장 기관을 가지는 하층식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Primack and Hall, 1990; Ehrlen and van Groenedael, 

2001). 

  이처럼 당해 번식과 다음 해 생장과 번식을 위한 저장 사이의 자원 맞

교환 전략은 수종마다 다양하다(Kawano, 1985; Motten, 1986; Kudo 

et al., 2004). 

2.4 기후변화와 식물계절성

  기후는 지구 공전으로 인해 1년 주기로 계절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에 의해 식물의 개엽, 개화 등과 같은 생활사도 계절성을 보인다. 평

균적인 기후에 비해 기온, 강수량 등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기후변화

라고 하는데 최근 잦은 이상 기후에 따라 봄철 식물계절 변화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Rosenzweig et al., 2008).

  Menzel et al.(2006)에 따르면, 유럽 21개국에서 19712000년 사

이에 식물 542종을 분석한 결과 78 %는 개엽, 개화, 결실이 빨라졌으며 

3 %는 느려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식물의 개엽과 봄철 기온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종인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의 개엽을 강원도 계방산에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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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같은 날짜에 관찰한 결과 1996년에는 개엽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상 

고온을 보인 1998년, 2002년, 2008년에는 완전히 개엽되었고 새 가지

가 제법 자라기도 하였다. 잎이 피는 시기는 대체로 기온 1 ℃ 상승에 5 

7일 앞당겨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임종환과 신준환, 2005). 또한, 환

경부 주관 국가장기생태연구(2010)에 따르면, 19962009년 기간 서울

의 평균 기온이 0.34 ℃ 상승하면서 참나무류의 개엽시기와 잎 생장이 

끝나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한다. 1996년에 비해 2009년에는 개엽시기가 

1215일 정도 빨라졌고, 잎 생장 완료 시기는 1820일 정도 빨라졌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19992009년) 홍릉수목원 193종의 개화시기

를 19661975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56 %는 개화시기가 유의하게 빨

라졌고, 2종은 늦어졌다고 한다(산림청, 2010). 

  이렇게 식물계절성은 수종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Fitter and Fitter, 

2002) 같은 수종이라도 지역, 고도, 사면과 같은 미기후에 따라서도 식

물 계절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종별 식물계절 현상에 미치는 요

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국립산림

과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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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연구 대상지

3.1.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중왕산(해발고도 1,367 m)

의 얼레지 자생지에서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위치는 북위 37°28′

43″, 동경 128°31′15″이며 해발고도는 1,1761,195 m이다. 중왕

산 지역의 지난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약 6.6 ℃으로 최고 기온은 7월의 

2730 ℃, 최저 기온은 1월의 –13 ℃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912 ㎜이다

(산림청, 2013). 

  중왕산 토양은 청심통이다(토양환경정보시스템, 2010). 청심통은 혈암 

및 사암의 풍화 잔적층을 모재로 하며 경사가 있거나 매우 심한 경사를 

가진 산악지에 분포하고 있는 갈색삼림토로 Loamy skeletal, mesic 

family of Typic Eutrudepts로 분류된다. 돌이 많은 양질토로서 토양배

수가 양호하다. 유효토심은 3050 ㎝로 표토는 갈색 내지 암갈색 또는 

농암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 식양토이다(농촌진흥청, 2013).

  얼레지가 주로 분포하는 사면부의 주요 교목성 수종은 신갈나무, 물푸레

나무(Fraxinus rhynchophylla Hance), 고로쇠나무(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다릅나무(Maackia amurensis Rupr.),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Hemsl.) 등이

다. 아교목성 수종은 당단풍나무(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때죽나무(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산겨릅나무

(Acer tegmentosum Maxim.), 산뽕나무(Morus bombycis Koidz.)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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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관목 수종은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고추나무

(Staphylea bumalda DC.), 노린재나무(Symplocos chinensis f. pilosa 

(Nakai) Ohwi), 물참대(Deutzia glabrata Kom.), 병꽃나무(Deutzia 

glabrata Kom.),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Blume) 등이다(국립산림

과학원, 2011). 얼레지와 출현하는 초봄의 하층식생은 바람꽃류, 노루오

줌(Astilbe rubra Hook. f. & Thomson), 개별꽃(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참나물(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현호색류, 벌깨덩굴(Meehania urticifolia (Miq.) Makino), 풀솜

대(Smilacina japonica A.Gray) 등이다.

3.1.2 실험구 설치

  환경 요소에 의한 실험오차를 줄이기 위해 고도, 경사, 향 등이 비슷한 

곳 두 군데에 실험구를 설치하였다(Figure 1, Table 1). 각 조사지에 3 

m x 3 m 크기의 초본 방형구를 6개씩 총 12개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초본 방형구는 각 조사지 당 그늘처리구 3개, 대조구 3개로 임의로 나누

었다(Figure 2). 

  그늘처리구는 20112012년 1년 동안 중왕산 활엽수림의 상층 수관

이 완전히 울폐된 610월의 광 수치 53.7 ± 20.88 μmol m2 s1를 

참고하여 이와 비슷한 광 환경이 되도록 검은색 차광막을 두 장 겹쳐 그

늘막을 씌웠다. 가장자리 부근 빛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늘막

은 3 m x 3 m 방형구보다 약 1 m 더 크게 설치하였다. 또한, 얼레지 

개화 여부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화가 약 일주일 정도 진행된 

2013년 5월 5일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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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the two study sites of Erythronium 

japonicum in Mt. Joongwang.  

Index Site 1 Site 2
Latitude N 37° 28′42.9″ N 37° 28′43.9″

Longitude E 128° 31′18.0″ E 128° 31′15.3″

Elevation (m) 1,195 1,176

Slope (%) 42 40

Aspect (°) 22.5 22.0

Tree basal area (m2/ha) 25.47 25.48

Table 1.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wo study sites 

under the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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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al design of study site. One study site 

includes six 3 m x 3 m study plots. Three plots are covered with 

black mesh for shade treatment, and the others are control. The 

study plot is divided to nine 1 m x 1 m subplots. Dark grey 

subplots are for monitoring of growth patterns of Erythronium 

japonicum. White or light grey subplots are for 13C experiment 

and harvesting. 

3.2 환경 요인

3.2.1 대기 및 토양 환경

그늘막 설치에 따른 미세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4월 초 그늘처리

구와 대조구에 간이기상호보(HOBO, Onset Computer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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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설치하여 6월 말 얼레지 종자 채집 시기까지 대기 온도(℃), 토

양 온도(℃), 토양 수분(㎥/㎥), 광합성활성복사(PAR, μmol m2s1)자

료를 수집하였다. 토양 온도, 수분 센서는 표층 5 ㎝ 깊이에 매설하고 대

기 온도 센서와 광합성활성복사 센서는 높이 1.3 m에 설치하였다. 

  토양 시료는 100 ㎖ 토양캔을 이용하여 표층 5 ㎝ 깊이에서 대조구 6

군데, 그늘처리구 6군데, 총 12군데에서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실험

실에서 풍건 후 2 ㎜ 채에 쳐서 자갈과 토양을 분리한 후 성분 분석을 

하였다. 각 조사구 토양의 물리적 성분으로는 토양 수분과 유기물 함량, 

화학적 특성으로는 pH, 전질소,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CEC: Cation 

Exchange Capacity)을 분석하였다. 

3.2.2 수관울폐

  얼레지 생육기와 상층 수관층 울폐시기를 고려하여 2013년 4월 말부

터 6월 초까지 네 번에 걸쳐 수관층을 어안렌즈로 촬영하였다. 촬영 지점

은 각 조사지에서 랜덤하게 세 군데를 선정하였다. 촬영한 사진과 

Hemiview software ver. 2.1(Delta T Devices Ltd., UK)을 이용하여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를 구하였고, 조사지 엽면적지수는 각 조사

지에서 촬영한 세 군데 지점의 엽면적지수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3.3 식생 조사

3.3.1 상층 식생 조사

  각 조사지 내 매목조사 방형구(20 m x 20 m)는 초본 방형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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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함되도록 설치하였다. 전 수목을 대상으로 높이 1.3 m에서 흉고직

경(㎝)을 측정하고 수종, 수고(m), 수관폭(m), 수관비율(%), 위치 좌표

(X, Y)를 측정하였다. 

3.3.2 하층 식생 조사 

  얼레지 조사는 1개의 3 m x 3 m 초본 방형구 내 3개의 1 m x 1 m 

미세 방형구에서 시행하였다(Figure 2). 방형구 개수는 조사지 1에서 18

개, 조사지 2에서 18개, 총 36개였다. 조사 항목은 얼레지의 장축·단축 

길이(㎝ x ㎝), 높이(㎝), 잎의 손상, 개화, 열매 형성 및 성숙 여부 등과 

같은 상태였다. 조사는 얼레지 개화시기인 5월 초(35일), 열매 형성시

기인 5월 중순(1416일), 열매 성숙시기인 5월 말(2426일)에 각 1

회씩 총 3회 실시하였다.

  얼레지 조사 방형구와 동일한 1 m x 1 m 36개 미세 방형구에서 얼레

지와 함께 출현하는 초본 수종의 피도(%), 높이(㎝)를 조사하였다. 높이

는 수종별 3개체를 임의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타 초본 조사는 

얼레지 조사와 동일하게 5월 초, 5월 중순, 5월 말 각 1회씩 총 3회 실

시하였다. 

3.4 생장 특성

3.4.1 채집 및 기관 길이 측정

  개체 채집은 얼레지 조사 미세방형구를 제외한 나머지 미세방형구에서 

개화시기인 5월 초(5월 5일), 열매 형성시기인 5월 중순(5월 16일), 열

매 성숙 및 잎이 시들어 가는 5월 말(5월 26일) 각 1회씩 총 3회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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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 모두 엽면적과 연령, 바이오매스와 

연령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전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Kawano 

et al., 1982), 연령으로 인한 개체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비개화 개체

와 개화 개체 각각 엽면적이 비슷해 보이는 개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채집

하였다. 실험실로 옮겨와서 꽃(Flower) 혹은 열매(Fruit), 줄기(Stem), 

잎(Leaf), 땅속줄기(Rhizome), 알뿌리(Bulb)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길

이를 측정하였다. 

  얼레지의 일반적인 생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5월 중순 잎이 만개했

을 때 대조구(자연 상태)에서의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 지상부 줄기 길

이(㎝), 지하부 땅속줄기 길이(㎝), 알뿌리 길이(㎝), 알뿌리 개수와 같은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조구와 그늘처리구의 생장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5월 중순, 5월 말 

지상부 줄기 길이(㎝), 지하부 땅속줄기 길이(㎝)를 비교하였다.

 

3.4.2 잎의 특성

  잎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항목은 잎의 질량(㎎), 엽면적(㎠), 

엽면적비(Specific leaf area, ㎠/㎎)이었다. 엽면적은 엽면적 측정기

(LI3000C, 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초본 식생조

사에서 측정한 장축/단축 길이를 타원넓이 공식에 넣어 구한 엽면적과 엽

면적 측정기로 측정한 엽면적과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초본 식생조사에서 

측정한 엽면적을 보정하였다. 

  얼레지의 일반적인 잎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5월 중순 잎이 만개했을 

때 대조구(자연 상태)에서의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 엽면적(㎠), 엽면

적비(Specific leaf area, ㎠/㎎)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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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구와 그늘처리구의 잎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연구 조사지에서 측

정한 개체들의 엽면적(㎠)으로 대조구와 그늘처리구에서의 시기별 엽면적 

분포와 엽면적 증가량(㎠)을 구하고, 채집한 개체에서 잎의 질량(㎎)과 

엽면적비(㎠/㎎)을 도출하였다. 

3.4.3 바이오매스

  각 기관의 길이 측정과 엽면적 측정이 끝난 개체를 70 ℃에서 72시간 

이상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였다. 지상부와 지하부의 바이오매스 비율

(S/R ratio)을 구하기 위해 열매, 잎, 줄기를 지상부로, 땅속줄기와 알뿌

리를 지하부로 구분하였다. 

  얼레지의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5월 중순(5월  

16일) 잎이 만개했을 때 대조구(자연 상태)에서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

의 기관별 평균 바이오매스(㎎)를 살펴보았다. 또한, 5월 초(5월 5일), 5

월 중순(5월 16일), 5월 말(5월 26일) 대조구 시기별 바이오매스 비교를 

통해 얼레지의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분배 패턴을 보았다. 개화시기인 5월 

초 꽃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과 5월 말의 열매 바이오매스와 직접적인 비교

가 어려워 열매, 지상부, 지상부와 지하부 비율, 전체 바이오매스 비교 분석

에서 5월 초 바이오매스는 제외하였다.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는 그늘막 설치 이후인 5월 중순, 5월 

말에 각각 비교해보았다. 

  5월 초 그늘막 설치시기는 5월 5일로 5월 초 식물 채집 시기(5월 5일)와 

일치하기 때문에 5월 초 바이오매스는 실험 처리하기 전 개체의 특성을 반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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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C(%) 분석

  당해 광합성 산물 분배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개화 개체를 대상으로 13CO2 추적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5월 중순(15 

16일)과 5월 말(2526일)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한 

회당 이틀 간 시행하였다. 얼레지의 13CO2의 충분한 흡수를 위해 맑은 날 

이른 아침 해 뜰 무렵(오전 67시경) 1 차로 13CO2를 주입하였고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대에 13CO2 주입을 한 번 더 실시한 후 해질 무렵(오

후 56시경) 실험한 개체를 채집하였다(Ida and Kudo, 2008). 개체 

내 주입된 13CO2가 부위별 이동하는 시간은 초본의 경우 1일 정도 소요

된다고 알려져 있다(Gordon et al., 1977; Miller and Rose, 1992). 

  개체에 13CO2를 주입하기 위해 40 ㎝ x 30 ㎝ 지퍼백으로 개체를 완

전히 씌우고 30 ㎖ 라틱엑시드(Lactic acid)와 탄산바륨(Ba13CO3) 0.15 

g (13C=98 at. %; Icon Inc., USA)이 담긴 플라스틱 튜브를 지퍼백 내

부에 넣고 혼합 용액에서 발생하는 13CO2가 지퍼백 밖으로 새지 않도록 

밀봉하였다. 

  채집한 개체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열매, 줄기, 잎, 땅속줄기, 알뿌리로 

구분하고 오븐 건조시킨 후 분쇄기로 갈아 안정성동위원소질량분광기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로 δ13C(‰)를 측정하였다. 대기 

중 13CO2 농도 수준을 기준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13CO2 추적 실험을 하

지 않은 개화 개체 12개를 채집하여 실험 개체와 동일하게 오븐 건조 시

킨 후 분쇄기로 갈아 δ13C(‰)를 측정하였다. 각 기관별 δ13C(‰)을 이

용하여 기관별 13C(%)을 도출하였다(Hasegawa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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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13C(‰) = [(Rsample/Rstandard) - 1]  x 1000

Rsample = 13C/12C= (δ13C(‰)/1000 + 1) x Rstandard

Rsample은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2C와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13C의 비율

Rstandard = 0.0112372, 국제적인 VPDB(Pee Dee Belemnite) 표준 

탄소 동위원소 비율

At. % = 13C/(12C + 13C)=Rsample/(Rsample+1)

At. %는 12C 와 13C 를 합한 전체 탄소 양에서 13C 이 차지하는 비율

Cincrement  = (Alabel – Acontol)/100 x W x Cpercentage

Alabel은 13CO2 실험을 한 개체의 각 기관의 상대적인 13C At. %

Acontol은 13CO2 실험을 하지 않은 개체의 각 기관의 상대적인 13C At. %

W은 각 기관의 건중량(㎎)

Cpercentage은 각 기관의 탄소 농도(Carbon concentration)

13C (%) = 기관 Cincrement / 전체 Cincrement

13C (%)는 한 개체당의 각 기관 Cincrement 의 비율

3.6 종자생산량 및 발아율

 

낮은 광 환경이 얼레지 당해 번식(종자생산량)과 다음 해 번식에 미치

는 영향(발아율)을 알아보기 위해 종자가 산포되는 시점인 6월 중순 대

조구와 그늘처리구에서 각각 열매를 채집한 후 실험실로 가져와 탈종 후 

종자 개수, 종자 크기(㎜), 종자 무게(㎎)를 측정하였다. 버니어캘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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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종자 길이와 폭을 측정하고 개체별로 종자 10립씩 임의로 

추출하여 70 ℃에서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Ida 

and Kudo, 2008). 성숙한 종자와 미성숙 종자의 개수를 세어 종자 생성 

비율(Seed set ratio, %)을 구하였다. 

  발아율은 환원법에 의한 방법(1% 2,3,5triphenyl tetrazolium, 30  

℃, 24 h)으로 종자 활력을 측정하여 구하였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12). 

발아율 발아상종자입수
건전립수

× 

3.7 통계 분석

  토양 환경과 엽면적지수의 조사지별 차이를 보기 위해 조사지별 독립표

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채취한 개체의 각 기관별 길이, 엽면적비, 

바이오매스, 13C(%), 열매, 종자 사이즈, 종자생산비율 등은 대조구와 그

늘처리구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처리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중 줄기 길이와 대조구 바이오매스는 5월 초, 5월 중순, 

5월 말의 시기별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factorial ANOVA)로 비교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법, Bonferroni법

으로 하였다. 잎의 고사 상태는 처리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분석을 하기에 앞서 정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

를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였다. 데이터 형태 변환으

로도 정규성이 검정되지 않을 때에는 비모수 검정(Mann Whitney 

Utest)을 통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 22 -

4. 결 과 

4.1 환경 요인

4.1.1 대기 및 토양 환경

  토양 온도, 토양 수분, 대기 온도의 일평균 패턴을 보면(Figure 3), 대

기일별 평균 온도는 4월 중순 경부터 0 ℃ 이상이었으며 4월 말 – 5월 

초부터 평균 10 ℃ 이상으로 나타나 점점 증가하였다. 연구 조사지 눈이 

녹기 시작한 시점은 4월 초였으며 5월 초에는 눈이 거의 사라졌다.  

  토양 온도는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모두 대기 온도에 비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약 12일 정도 늦게 나타났다. 대기 온도가 4월 중순 이후부

터 영상을 유지한 것과는 달리 토양 온도는 4월 초부터는 영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그늘막을 설치한 5월 5일부터 약 한 달간 대조구 토양 

온도는 평균 10.9 ± 0.18 ℃, 그늘처리구의 토양 온도는 평균 9.8 ± 

0.17 ℃으로 그늘처리구에서 약 1.1 ℃ 낮게 나타났다(P < 0.001).

  토양 수분은 4월 중순경 급격히 증가하였다. 3월 31일까지 약 4350 

㎝로 거의 줄어들지 않던 눈 깊이가 4월 13일 2631 ㎝로 약 40 % 

감소하였는데 그 사이 눈이 녹아 토양 수분이 증가하였다. 토양 수분은 

대조구와 그늘처리구에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직접 채취

한 토양 수분 경향과 일치한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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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aily mean air and soil temperatures and soil water 

content from 1 April 2013 to 3 June 2013. Shading treatment 

was processed on 5 May 2013. (a) Air and soil temperature (℃), 

(b) soil water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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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각 방형구에서 직접 채취한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분석한 결과(Table 2), pH, 토양 수분(% V), 유기물 함량(%), 

전질소(%), 유효인산(mg/kg), 양이온치환용량(cmol/kg)의 경우는 대조

구와 그늘처리구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ite 1 Site 2

Control Shade Control Shade

pH (1:5, H2O) 5.1 ± 0.12 5.3 ± 0.24 5.1 ± 0.24 5.0 ± 0.17

Moisture content (% V) 31.6 ± 5.64 34.8 ± 1.64 30.5 ± 3.12 38.1 ± 0.65

Organic matter (%) 18.4 ± 2.34 21.1 ± 2.32 16.0 ± 0.65 16.7 ± 0.76

Total N (%) 0.59 ± 0.07 0.68 ± 0.04 0.59 ± 0.05 0.70 ± 0.06

Available P2O5 (mg/kg) 22.7 ± 1.55 21.1 ± 2.10 26.9 ± 2.09 28.4 ± 0.53

CEC (cmol/kg) 25.3 ± 0.76 26.9 ± 2.63 21.6 ± 1.70 27.7 ± 1.19

Table 2. Soi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in control and 

shade treatment plots in the study sites (mean ± SE).

*P < 0.05,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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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광 환경과 얼레지 생활사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일별 평균 광합성활성복사(PAR)는 2013년 5월 

23일경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Figure 4). 5월 23일 이전 대

조구의 광합성활성복사의 평균은 228.2 μmol m2s1 (최대 380.6 μ

mol m2s1 , 최소 43.1 μmol m2s1) 이었으며, 그늘처리구의 광합

성활성복사 평균은 44.2 μmol m2s1 (최대 82.1 μmol m2s1, 최

소 7.7 μmol m2s1)로 그늘처리구 광도는 대조구의 약 19 %에 이르

렀다. 약 5월 23일 이후 대조구 광합성활성복사는 평균 41.0 μmol 

m2s1 (최대 85.3 μmol m2s1, 최소 11.1 μmol m2s1), 그늘처

리구의 광합성활성복사는 평균 6.0 μmol m2s1(최대 11.7 μmol 

m2s1, 최소 1.7 μmol m2s1)이었다. 

  대기 온도 패턴과 비교해 볼 때(Figure 3), 대기 온도가 5월 20일경부

터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점과 광합성활성복사가 감소

하는 시점이 비슷하였다. 

  광합성활성복사의 이러한 변화 양상에 반비례하여 엽면적지수(LAI)는 

4월 26일  평균 1.23 ± 0.05 ㎡/㎡, 5월 12일  1.30 ± 0.05 ㎡/㎡, 5  

월 23일 2.12 ± 0.03 ㎡/㎡, 6월 7일 2.78 ± 0.08 ㎡/㎡ 로 5월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6월 7일 이후부터 거의 일정하였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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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aily mean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PAR) and 

leaf area index(LAI). Shading treatment was processed on 5 May 

2013.

  본 연구 조사지의 상층 수관의 울폐 변화 양상과 얼레지 생활사를 보면

(Figure 5), 4월 하순 경 임상의 눈이 거의 녹았을 때 얼레지는 지상으

로 출현하여 생장하였다. 5월 첫째 주까지 개화 상태로 상층 수관층 개엽

은 시작되지 않았다. 5월 중순 경 얼레지가 조그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

였을 때 상층 수관층 개엽은 시작되었고, 5월 말 얼레지 잎이 시들기 시

작하고 열매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을 때 수관 울폐는 약 1/2이 진행되었

다. 열매 크기가 더 커지고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6월 초 수관 울폐는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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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1 > < Site 2 >

Shoot emergence, Flowering period (2013.04.26.)

Early-fruiting period (2013.05.12.)

Middle-fruiting period, Leaf senescence (2013.05.23.)

Late-fruiting period (2013.06.07.)

Figure 5. Temporal changes in canopy closure along the life  

history of Erythronium japon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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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식생 구조

4.2.1 상층 식생 구조

   조사지 1에서는 신갈나무, 층층나무,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들메나

무 등이 우점하였고, 조사지 2에서는 신갈나무,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자작나무 등이 우점하였다(Table 3). 

조사지 1, 2 모두 신갈나무 중요도가 높았지만 조사지 1에서는 신갈나무

의 중요도 약 40 %로 타 수종에 비해서 크게 높았고 조사지 2에서는 신

갈나무의 중요도가 약 18 %로 타 수종과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

다. 밀도는 조사지 1보다 조사지 2에서 2배 정도 높았는데 이는 조사지 

2에 조림된 전나무의 큰 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조사지 

내 관목 수종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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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sity 
(ha-1)

Importance 
value (%) Mean DBH (cm) Mean height (m)

　 Site
1

Site
2

Site
1

Site
2

Site
1

Site
2

Site
1

Site
2

Abies holophylla 0 300 - 16.9 9.4 ± 
0.34

5.6 ± 
0.24

Acer pictum subsp. 
mono 

0 50 -  5.4 13.0 ± 
0.25

13.2 ± 
2.00

Acer pseudo 
sieboldianum 

150 100 16.8  8.9 
6.1 ± 
1.50

11.2 ± 
1.17

5.3 ± 
0.88 

11.0 ± 
1.89

Betula costata 25 0  4.2 - 12.2 6.9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0 100 -  8.0 12.5 ± 
3.12

13.1 ± 
2.68

Carpinus cordata 0 25 -  2.7 13.1 11.0 

Cornus controversa 100 25 17.3  2.7 24.0 ± 
5.15

12.8 12.5 ± 
2.38 

12.5 

Fraxinus 
rhynchophylla 

75 150 12.8 16.6 
10.1 ± 

5.91
21.1 ± 

2.67
8.9 ± 
3.67

14.1 ± 
1.01

Fraxinus 
mandshurica 

50 50  5.5  3.7 6.7 ± 
1.3

11.1 ± 
1.15

6.5 ± 
0.75 

13.3 ± 
2.70

Kalopanax 
septemlobus

0 25 -  3.0 16.6 14.3 

Picea jezoensis 0 50 -  3.2 
4.3 ± 
0.75

3.1 ± 
0.40

Pinus koraiensis 0 25 -  2.3 5.0 4.3 

Prunus padus 25 0  3.9 -  6.2 5.8 

Pyrus ussuriensis 0 50 -  5.5 
21.8 ± 

0.30
14.6 ± 

0.05

Quercus mongolica 150 50 39.5 17.6 38.3 ± 
3.61

40.1 ± 
6.35

17.7 ± 
1.25

15.5 
±1.2

Salix caprea 0 25 -  3.5 21.9 14.8

575 1025 100 100 18.4 ± 
3.17

14.2 ± 
1.32

10.5 ± 
1.24

10.0 ± 
0.80

Total Mean

Table 3. Density (ha1), importance value (%), mean DBH (㎝), 

mean height (m) of tree layer in the two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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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사지 상층 식생의 평균 수고는 모두 약 10 m로 비슷하였다

(Table 3). 조사지 1의 최상층은 수고 2025 m로 신갈나무가 우점하

고 있었고, 1520 m 수고급에도 신갈나무가 물푸레나무와 함께 우점하

고 있었다(Figure 6). 조사지 1에서는 510 m 수고급에 가장 많이 분

포하였으며 신갈나무를 제외한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층층나

무가 골고루 분포하였다. 조사지 1에서는 1015 m 수고급에서 가장 낮

은 분포를 보였지만 조사지 2에서는 가장 많은 개체가 1015 m 수고급

에 분포하였으며 수종도 다양하였다. 조사지 2의 최상층은 1520 m이

었으며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자작나무(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Miq.) H. Hara) 등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510 m에는 

전나무가 우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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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eight distribution of woody species in the 

study sites. (a) Site 1, (b) si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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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층 식생의 흉고직경급 분포를 보면, 조사지 1은 흉고직경 30 ㎝이상 

되는 개체수가 조사지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조사지 2는 흉고직

경 20 ㎝ 이하 되는 개체수가 많았다(Figure 7). 두 조사지 모두 30 ㎝ 

이상 흉고직경급에는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었지만 조사지 2에서는 신

갈나무 개체수가 많지 않았다. 아교목 수종인 당단풍나무는 두 조사지 모

두 20 ㎝ 이하 흉고직경급에 분포하고 있었다. 

Figure 7.  DBH distribution of woody species in the 

study sites. (a) Site 1, (b) si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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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Importance 

vale (%) 
Relative 

coverage (%)
Mean height 

(cm)
Site1 Site2 Site1 Site2 Site1 Site2

Aconitum jaluense 투구꽃 0.6 1.8 0.4 1.3 18.4 24.3 
Aconitum pseudolaeve 진범 1.2 1.6 1.1 1.7 13.0 11.6 
Adenocaulon 
himalaicum 멸가치 0.7 - 0.6 - 14.0 

Adiantum sp. 고사리류 0.3 2.5 0.1 1.9 18.7 28.5 
Agrostis alba 흰겨이삭 - 0.4 - 0.0 9.8 
Allium microdictyon 산마늘 1.4 0.7 0.6 0.3 6.7 9.6 
Anemone sp. 바람꽃류 11.4 10.6 14.8 14.7 9.7 10.4 
Angelica decursiva 바디나물 - 1.6 - 1.3 25.1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눈개승마 4.1 3.8 2.8 2.1 20.2 10.9 

Asarum sieboldii 족도리풀 1.8 1.3 0.8 0.6 14.4 14.2 
Aster scaber 참취 - 0.5 - 0.3 19.7 
Astilbe rubra 노루오줌 11.7 6.7 15.8 7.6 30.4 32.4 
Carex sp. 사초과 0.2 1.2 0.0 0.1 6.0 7.4 
Corydalis sp. 현호색류 6.2 3.7 6.1 3.9 7.6 8.0 
Dryopteris 
crassirhizoma 관중 2.3 0.5 2.3 0.2 33.0 58.8 

Erythronium japonicum 얼레지 11.4 13.9 14.9 21.2 8.1 8.3 
Filipendula glaberrima 터리풀 - 4.3 - 4.4 18.7 
Gagea lutea 중의무릇 - 1.9 - 0.1 6.9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갈퀴덩굴 - 0.2 - 0.0 10.6 

Geranium thunbergii 이질풀 - 1.6 - 1.0 12.3 
Paris verticillata 삿갓나물 0.8 1.4 0.3 1.7 13.5 17.4 
Heracleum 
moellendorffii 어수리 0.5 1.5 0.1 0.7 23.7 11.8 

Hylomecon vernalis 피나물 3.6 2.4 3.1 1.8 13.2 11.9 
Isodon excisus 오리방풀 0.3 0.9 0.1 0.2 22.6 20.1 
Laportea bulbifera 혹쐐기풀 0.7 0.4 0.1 0.1 23.9 15.0 

Table 4. Importance value (%), relative coverage (%), mean 

height (㎝) of herb layer in the study sites during May 2013.

4.2.2 하층 식생 구조  

   주요 하층 식생은 얼레지, 바람꽃류, 노루오줌, 개별꽃, 참나물, 현호색

류, 벌깨덩굴, 풀솜대 등으로 두 조사지에서 비슷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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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ularia fischeri 곰취 0.6 0.9 0.3 0.7 14.2 14.5 
Lilium distichum 말나리 1.5 0.4 0.8 0.1 25.6 22.5 
Lychnis cognata 동자꽃 1.0 3.9 0.7 2.7 24.1 20.9 
Meehania urticifolia 벌깨덩굴 8.6 0.2 9.7 0.0 16.5 25.5 
Oreorchis patens 감자난초 - 1.2 - 0.5 16.9 
Oxalis corniculata 괭이밥 0.5 - 0.1 - 9.0 
Parasenecio auriculata 
var. matsumurana 박쥐나물 0.8 1.8 0.7 2.0 28.9 35.8 

Pedicularis resupinata 송이풀 0.3 1.1 0.2 0.6 24.8 13.8 
Pimpinella brachycarpa 참나물 5.8 6.0 5.4 6.9 15.0 13.9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둥굴레 - 0.3 - 0.1 23.3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개별꽃 6.6 8.9 5.3 11.9 10.7 10.3 

Ranunculus sp. 미나리아
재비류

1.9 0.9 1.5 0.3 28.9 20.0 

Rubia akane 꼭두서니 0.3 - 0.1 - 28.8 
Sasa borealis 조릿대 2.6 - 2.9 - 27.3 
Smilacina japonica 풀솜대 3.7 4.6 3.3 4.1 12.7 14.7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미역취 - 0.3 - 0.2 27.5 

Synurus deltoides 수리취 4.4 0.6 4.4 0.3 11.8 16.4 
Veratrum oxysepalum 박새 - 1.1 - 1.5 36.9 
Vicia venosa var. 
cuspidata 광릉갈퀴 - 0.6 - 0.5 21.0 

Viola sp. 제비꽃류 0.8 1.1 0.2 0.3 13.3 11.2 
Others 기타 1.6 1.0 0.5 0.1 8.2 25.9 

　Total 총합계 100 100 100 100 16.9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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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Early-May (5.3-5) Mid-May (5.14-16) Late-May (5.24-26)

Non-
flowering Flowering Non-

flowering Flowering Non-
flowering Flowering

Site1

Control
(9m2)

200
(74.1%)

70
(25.9%)

211
(74.8%)

71
(25.2%)

214
(75.4%)

70
(24.6%)

Shade
(9m2)

190
(83.0%)

39
(17.0%)

201
(83.4%)

40
(16.6%)

206
(85.1%)

36
(14.9%)

Site2

Control
(9m2)

299
(74.4%)

103
(25.6%)

308
(75.1%)

102
(24.9%)

232
(69.5%)

102
(30.5%)

Shade
(9m2)

306
(81.2%)

71
(18.8%)

311
(81.8%)

69
(18.2%)

386
(84.5%)

71
(15.5%)

Total 995
(77.9%)

283
(22.1%)

1,031
(78.5%)

282
(21.5%)

1,038
(78.8%)

279
(21.2%)

 Table 5. Emergence number of Erythronium japonicum.

   얼레지 출현 개수는 시기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Table 5). 비개화 

개체는 5월 초(35일) 77.9 %, 5월 중순(1416일) 78.5 %, 5월 말

(2426일) 78.8 %, 개화 채체는 5월 초 22.1 %, 5월 중순 21.5 %, 5

월 말 21.2 %로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의 출현 비율은 약 3.6 : 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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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지 개화시기인 5월 초 얼레지 평균 초고는 약 11.211.4 ㎝로 타 

초본 식생보다 컸으나, 열매 생성시기인 5월 중순에는 12.713.0 ㎝로 

타 초본 식생보다 2 ㎝ 정도 작았다(Table 6). 열매 성숙시기인 5월 말

에는 14.214.6 ㎝로 타 초본 식생의 초고보다 약 78 ㎝ 작았다. 얼

레지와 타 수종의 초고를 고려해 볼 때, 얼레지가 인접한 타 수종에 의해 

빛 영향을 받는 것은 얼레지의 열매가 성숙된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늘막 처리에 의한 빛 차단 외 타 수종에 의한 빛 차단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얼레지 평균 초고는 각 시기별로 대조구와 그늘

처리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eriod
All species Erythronium japonicum

Control Shade Control Shade
early-May

(5.3-5)
7.6 ± 0.25 8.0 ± 0.38 11.2 ± 0.28 11.4 ± 0.32

mid-May
(5.14-16)

15.5 ± 0.57 15.2 ± 0.54 13.0 ± 0.36 12.7 ± 0.50

late-May
(5.24-26)

22.0 ± 0.90 20.8 ± 0.84 14.2 ± 0.36 14.6 ± 0.60

mid-June
(6.20)

72.8 ± 5.47* 58.9 ± 3.10*

Table 6 . Comparison of mean height(㎝) between all species 

of herb layer and Erythronium japonicum (mean ± S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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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얼레지의 일반적 생장 특성

4.3.1 기관 길이와 잎의 특성

    

  5월 중순 개체당 평균 지상부 줄기 길이는 비개화 개체 5.8 ± 0.34 

㎝, 개화 개체 18.1 ± 0.45 ㎝로 개화 개체가 확연히 길었고 분포 영역

이 겹치는 부분 없이 구분 양상이 뚜렷하였다(Figure 8, P < 0.001).    

개체당 평균 땅속줄기 길이는 비개화 개체 16.2 ± 0.88 ㎝, 개화 개체 

14.8 ± 0.50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알뿌리 길이 역시 비개화 개

체 6.9 ± 0.23 ㎝, 개화 개체는 7.3 ± 0.22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개체당 엽면적은 비개화 개체 36.4 ± 1.17 ㎠, 개화 개체 87.4 ± 

2.04 ㎠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그 분포 역이 넓어 서로 중복되는 범위

가 컸다(P < 0.001). 개체당 엽면적비(SLA)는 비개화 개체 0.44 ± 

0.02 ㎠/㎎, 개화 개체 0.37 ± 0.02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

개화 개체가 다소 큰 경향을 보였다. Bulbappendage 개수는 개화 개체

가 비개화 개체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지만 비개화 개체는 2 – 10개, 개화 

개체는 4 – 10개 분포를 보여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의 알뿌리 개수의 

상한선을 구분 짓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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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between nonflowering and flowering plants of (a) stem length (㎝), (b) 

rhizome length (㎝), (c) bulb length (㎝), (d) leaf area (㎠), (e) specific leaf area (㎠/㎎) and (f) 

number of bulbappendage. Leaf area (㎠), Bulbappendage by MannWhitney Utest. 

Boxandwhiskers plot represents 75th, 50th, 25th percentiles. (a),(b),(c) N=20, (d) N=455 in 

nonflowering plant, N=264 in flowering plant, (f) N=50,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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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관별 바이오매스

 

   5월 중순 잎이 만개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개화 개체보다 

개화 개체의 바이오매스가 컸다(Figure 9). 

   개체당 지상부 줄기 평균 바이오매스는 비개화 개체 22.1 ± 1.89 

㎎, 개화 개체 155.1 ± 9.57 ㎎로 개화 개체의 줄기가 비개화 개체보다  

78배 컸다(P < 0.001). 잎 평균 바이오매스는 비개화 개체 149.9 ± 

10.70 ㎎, 개화 개체 211.9 ± 17. 39 ㎎로 개화 개체가 컸지만 분포 

범위가 넓어 중복되는 영역이 컸다(P < 0.001). 

  지하부 땅속줄기 평균 바이오매스는 비개화 개체 29.8 ± 2.70 ㎎, 개

화 개체 105.2 ± 6.79 ㎎으로 개화 개체가 약 3.5배 컸다(P < 0.001). 

알뿌리 평균 바이오매스는 비개화 개체 1650.4 ± 120.07 ㎎, 개화 개

체 2135.1 ± 108.25 ㎎으로 개화 개체가 컸지만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컸다(P < 0.01). 

  지상부 바이오매스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비율(S/R ratio)은 비개화 개

체 0.11 ± 0.010, 개화 개체 0.22 ± 0.011로 개화 개체가 유의하게 

컸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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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between nonflowering and flowering plants of biomass (㎎) of each 

organ(af) and of shoot/root ratio. Leaf and aboveground mass by MannWhitney Utest.  

Boxandwhiskers plot represents 75th, 50th, 25th percentiles. N=19 in nonflowering plant, N=20 

in flowering plant.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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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생장 특성 비교

4.4.1 기관 길이와 잎의 특성

  지상부 줄기 길이의 경우, 비개화 개체는 약 67 ㎝로 5월 중순(5월  

15일)과 5월 말(5월 26일) 모두 대조구와 그늘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7). 개화 개체의 줄기 길이 역시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차이가 없었으나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6월 20일)까지 대조구와 그늘

처리구 모두 약 11 ㎝에서 14 ㎝로 증가하였다(P < 0.001).  

  지하부 땅속 줄기의 경우, 비개화 개체는 약 1518 ㎝, 개화 개체는 

약 1417 ㎝로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차이는 없었다. 

  잎이 거의 만개한 5월 중순 엽면적비(SLA)는 비개화 개체의 대조구  

0.26 ± 0.01 ㎠/㎎, 그늘처리구 0.34 ± 0.01 ㎠/㎎, 개화 개체의 대조

구 0.26 ± 0.01 ㎠/㎎, 그늘처리구 0.32 ± 0.01 ㎠/㎎으로 비개화 개체

와 개화 개체 모두 대조구보다 그늘처리구에서 엽면적비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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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flowering Period

Treatment
t P

n Control n Shade

Stem 
length 
(㎝)

mid-May 16 6.24 ± 0.37 8 6.63 ± 0.46 -0.63 .535

late-May 19 5.77 ± 0.34 9 7.07 ± 0.70 -1.86 .069

Rhizome 
length 
(㎝) 

mid-May 16 15.36 ± 0.76 8 17.10 ± 1.26 -1.24 .228

late-May 19 16.25 ± 0.88 9 18.80 ± 1.15 -1.68 .106

Specific 
leaf area 
(㎠/㎎)

mid-May 16 0.26 ± 0.01 8 0.34 ± 0.01 -5.41 .000***

Flowering Period n Control n Shade t P

Stem 
length 
(㎝)

mid-May 160  11.2 ± 0.28a 99 11.4 ± 0.32a .673
late-May 142  13.0 ± 0.36b 91 12.7 ± 0.50b .948
mid-June 74  14.2 ± 0.36c 43 14.6 ± 0.60c .398

Rhizome 
length 
(㎝) 

mid-May 32 15.1 ± 0.59 15 16.7 ± 0.96 -1.475 .147

late-May 40 15.5 ± 0.50 18 17.1 ± 0.90 -1.664 .102

mid-June 5 14.3 ± 1.30 6 14.4 ± 0.69 -.050 .961
Specific 
leaf area 
(㎠/㎎)

mid-May 16  0.26 ± 0.01 8 0.32 ± 0.01 - 4.57 .000***

Table 7. Comparison of specific leaf area (㎠/㎎), rhizome and 

stem length (㎝) under control and shade conditions. Rhizome 

length of nonflowering plants was square roottransformed, 

rhizome length of flowering plants was squaretransformed to 

improve normality. Stem length of flowering plant by Mann 

whitney Utest.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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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 둘 다 엽면적 분포 영역이 상당히 넓다. 잎

이 만개한 5월 중순 비개화 개체는 엽면적 0 ㎠ 이상에서 140 ㎠까지

(Figure 10), 개화 개체는 30 ㎠ 이상부터 150 ㎠까지 분포영역을 보였

다(Figure 11). 

  비개화 개체의 엽면적 분포양상은 역 J자 형으로 작은 엽면적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5월 초에서 5월 중순으로 갈수록 엽면적이 큰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지만 전체적인 분포 양상은 역 J자 형을 유지한다. 대조구

와 그늘처리구의 엽면적 분포 패턴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그늘처리구에

서 5월 말 020 ㎠ 작은 엽면적 개체수가 많이 나타났다.

  개화 개체의 엽면적 분포 양상을 보면, 5월 초에는 5080 ㎠과 같은 

중간 크기의 엽면적이 많은 정규분포를 보였고, 5월 중순에는 엽면적 

70100 ㎠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좀 더 큰 엽면적으로 이

동한 종형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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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eaf area per plant (㎠) distribution of 

nonflowering plants by period. (a) EarlyMay (5.35), (b) 

midMay (5.1416) and (c) lateMay (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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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Leaf area per plant (㎠) distribution of flowering plants 

by period. (a) EarlyMay (5.35), (b) midMay (5.1416) and 

(c) lateMay (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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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막 펴진 5월 초(35일)에서 잎 생장이 절정에 달한 5월 중순

(1416일) 간 거의 대부분의 엽면적 등급에서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 

모두 대조구에 비해 그늘처리구에서 개체당 엽면적 증가량이 더 컸다

(Figure 12). 특히 개화 개체의 엽면적은 대조구에서 평균 17.8 ± 

1.20 ㎠, 그늘처리구에서 평균 21.4 ± 1.66 ㎠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Figure 12. Increased leaf area per plant (㎠) from 

earlyMay to midMay 2013. (a) Nonflowering plant, (b) 

flowering plant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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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시들고 고사하는 시점인 5월 말, 얼레지 전체 개체 중에서 잎이 시

들고 고사한 개체수의 비율은 대조구에서 시든 개체수 17.4 %, 고사한 

개체수 14.0 %, 그늘처리구에서 시든 개체수 16.5 %, 고사한 개체수 

27.1 %로 그늘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8, P < 0.001). 5월 중

순까지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모두 잎이 시들거나 고사한 개체수의 비율은 

미미하였지만 5월 말 그늘처리구에서 잎이 시들고 고사한 개체수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대조구에 비해 그늘처리구에서 잎이 시들고 고사한 현상

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Period
Control Shade

P
 Fresh Wilting Dead Fresh Wilting Dead

early-May
(5.3-5)

671
(99.9%)

1
(0.1%) -

601
(99.2%)

2
(0.3%)

3
(0.5%) .077

mid-May
(5.14-16)

678
(98.0%)

12
(1.7%)

2
(0.3%)

613
(98.7%)

4
(0.6%)

4
(0.6%) .300

late-May
(5.24-26)

476
(68.6%)

121
(17.4%)

97
(14.0%)

351
(56.3%)

103
(16.5%)

169
(27.1%) .000***

Table 8. Number of fresh, wilting and dead leaves under control 

and shade condition.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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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

 개화 개체의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는 열매 형성시기인 5월 중순 대조구

에서 2431.2 ± 117.43 ㎎, 그늘처리구에서 2052.2 ± 313.91 ㎎이었

고, 열매 성숙 시기인 5월 말 대조구에서 2735.1 ± 132.19 ㎎, 그늘처리

구에서 1872.4 ± 155.11 ㎎이었다(Figure 13).  

 비개화 개체의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대조구에서 1289.9 

± 130.19 ㎎, 그늘처리구에서 5월 중순 706.3 ± 78.77 ㎎, 대조구에서 

5월 말 1852.2 ± 123.39 ㎎이었고, 5월 말 1295.7 ± 165.97 ㎎이었다. 

  5월 중순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개화 개체의 평균 바이오매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월 말 개화 개체 평균 바이오매스, 5월 중순, 5월 말 

비개화 개체 평균 바이오매스는 대조구보다 그늘처리구에서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가 낮게 나타났다(5월 중순: 비개화 개체 P < 0.05, 5월 말 : 

개화 개체 P < 0.001, 비개화 개체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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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Biomass per plant (㎎) by period and 

treatments. (a) Nonflowering plant, (b) flowering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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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April
(4. 26)

midMay
(5. 16)

lateMay
(5. 26)

Non

flowering

plant

Flowering

plant

Figure 14. Nonflowering and flowering plants from midApril to 

lateMa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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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얼레지의 자원 분배 특성

4.5.1 기관의 시기별 바이오매스 패턴

 

  비개화 개체 대조구의 개체당 평균 지하부 땅속줄기 바이오매스는 5월 

초 72.7 ± 17.07 ㎎, 5월 중순 43.5 ± 3.38 ㎎, 5월 말 29.8 ± 2.70 

㎎으로 5월 초 가장 높았고 5월 중순, 5월 말에 걸쳐 감소하였다(Figure 

15, P < 0.001). 

  지상부 줄기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35.3 ± 3.61 ㎎으로 가장 컸고 

5월 말 22.1 ± 1.89 ㎎으로 감소하였으며(P < 0.05), 잎 바이오매스 

역시 5월 중순 214.1 ± 16.80 ㎎로 가장 컸고 5월 말 149.9 ± 10.70 

㎎으로 감소하였다(P < 0.01).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5월 초 407.3 ± 121.3 ㎎, 5월 중순 996.9 ± 

115.11 ㎎, 5월 말 1650.4 ± 120.07 ㎎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P < 

0.001). 

  땅속줄기, 잎, 줄기는 무성 생장 기관, 알뿌리는 저장 기관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얼레지 비개화 개체는 5월 중순까지 무성 생장 기관에 자원

을 집중 배분하고, 그 다음 자원 저장을 위해서 지하부 알뿌리에 자원을 

배분한다고 판단된다.

  그늘처리구에서 지상부 줄기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29.2 ± 4.15 ㎎, 

5월 말 20.4 ± 3.31 ㎎으로 감소하였고, 잎 바이오매스 역시 5월 중순 

182.5 ± 17.12 ㎎,  5월 말 148.4 ± 22.57 ㎎으로 감소하였다.

 지하부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457.3 ± 59.02 ㎎, 5월 말 

1091.2 ± 153.20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1). 비개화 개

체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 패턴은 대조구 바이오매스 패턴과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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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Biomass (㎎) of each organ of nonflowering plants by period.  Control condition: N=4 in 

earlyMay, N=15 in midMay, N=19 in lateMay; Shade condition: N=6 in midMay, N=9 in 

late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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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 개체 대조구의 개체당 평균 지하부 땅속줄기 바이오매스는 5월 초 

116.4 ± 15.83 ㎎, 5월 중순 108.4 ± 9.27 ㎎, 5월 말 105.2 ± 

6.79 ㎎로 5월 초부터 크게 나타났다. 잎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334.6 ± 

17.62 ㎎로 가장 컸다(Figure 16, P < 0.001).

  지상부 줄기 바이오매스는 5월 초 114.6 ± 8.80 ㎎, 5월 중순 147.4 ± 

8.20 ㎎, 지하부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5월 초 1059.0 ± 205.39 ㎎, 5월 

중순 1806.2 ± 97.80 ㎎으로 5월 초와 5월 중순 사이 증가하였지만 5

월 중순과 5월 말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열매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34.7 ± 3.04 ㎎에서 5 월말 127.9 

± 7.23 ㎎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P < 0.001).

  땅속줄기, 잎, 줄기는 무성 생장 기관, 열매는 번식 기관으로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얼레지 개화 개체는 5월 중순까지 무성 생장 기관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그 이후 번식 기관에 자원을 집중 배분한다고 판단된다.

  개화 개체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 패턴은 대조구 바이오매스 패턴과 비슷

하였다. 하지만 5월 중순과 5월 말 사이 잎 바이오매스는 대조구에서 약 

122.7 ㎎ 감소하였으나, 그늘처리구에서는 약 147.02 ㎎ 감소하여 대조구

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열매 바이오매스는 그늘처리구에서 약 43.3 ㎎ 

증가하여 대조구에서 약 93.1 ㎎ 증가한 것보다 적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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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Biomass (㎎) of each organ of flowering plants by period. Control condition: N=5 in 

earlyMay, N=14 in midMay, N=20 in lateMay; Shade condition: N=5 in midMay, N=9 in 

lateMay. * : parts that were excluded from temporal comparison of biomass owing to flower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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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개체의 바이오매스 비교

  비개화 개체의 지상부 줄기와 잎, 지하부 땅속줄기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5월 말 두 시기 모두 그늘처리구와 대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ure 17). 유일하게 비개화 개체 지하부 알뿌리 바이오매스

만 대조구와 그늘처리구에서 차이가 났다. 지하부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5

월 중순 대조구에서 996.9 ± 115.11 ㎎, 그늘처리구에서 457.3 ± 

59.02 ㎎으로 그늘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났고(P < 0.01), 5월 말 대조구

에서 1650.4 ± 120.07 ㎎, 그늘처리구에서 1091.2 ± 153.20 ㎎으로 

그늘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01).   

  지상부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비율(S/R ratio)은 5월 중순 대조구에서 

0.28 ± 0.029, 그늘처리구에서 0.45 ± 0.043이었고(P < 0.001), 5월 

말 대조구는 0.11 ± 0.010, 그늘처리구는 0.16 ± 0.032로 그늘처리구

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05). 이것은 대조구에 비해 그늘처리구에서 지

하부 바이오매스 대비 지상부 바이오매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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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omparison of biomass (㎎) of each organ of nonflowering plants under control and 

shad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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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 개체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5월 16일) 모

든 기관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5월 말(5월 26일)에는 그늘처리구 바이오

매스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igure 18). 즉,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

는 5월 중순 제한된 광 조건에서도 대조구 바이오매스와 비슷하였지만, 

5월 말에는 충분한 바이오매스가 생성되지 않았다.  

  지상부와 지하부 바이오매스 비율(S/R ratio)은 5월 중순 대조구 0.27 

± 0.014, 그늘처리구 0.27 ± 0.027, 5월 중순 대조구 0.22 ± 0.011, 

그늘처리구 0.19 ± 0.024으로 5월 초, 5월 중순 모두 두 처리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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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omparison of biomass (㎎) of each organ of flowering plants under control and shade 

condition(total, aboveground, fruit, stem : P < 0.001, belowground, bulb : P < 0.01, leaf, rhizome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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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당해 광합성 산물 분배

  개화 개체의 5월 중순(5월 16일)과 5월 말(5월 26일) 열매, 지상부, 

지하부 13C(%) 패턴을 보면(Figure 19), 대조구 열매 13C(%)은 5월 중

순 7.7 ± 1.33 %, 5월 말 16.6 ± 1.31 % 으로 5월 말 열매로 보내는 

당해 광합성 산물 비율이 2배 컸다. 지상부 13C(%)은 5월 중순 37.3 ± 

1.83 %, 5월 말 26.5 ± 3.03 %으로 감소하였으나(P < 0.01), 지하부 

13C(%)은 5월 중순 55.0 ± 0.51 %, 5월 말  56.9 ± 3.04 %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그늘처리구 열매 13C(%)은 대조구와 다르게 5월 중순 10.4 ± 2.23 

%, 5월 말 12.4 ± 3.79 %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지상부의  13C(%)

은 5월 중순 48.9 ± 5.72 %, 5월 말 22.2 ± 2.37 %으로 감소하였으

며(P < 0.05) 지상부의 감소 경향은 대조구와 동일하였다. 지하부의 

13C(%)은 5월 중순 40.7 ± 3.54 %, 5월 말 65.4 ± 5.66 %로 5월 

말에 지하부로 보내는 당해 광합성 산물 비율이 증가하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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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13C(%) distribution of fruit, aboveground, 

belowground part. (a) Control condition, (b) shade 

condition. N=4 in midMay, N=3 in lateMay,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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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번식 특성 비교

4.6.1 열매 형성 및 성숙 비율 

  

  개화 개체에서 열매가 형성된 비율은 대조구에서 94.3 ± 3.39 %, 그

늘처리구에서 87.9 ± 4.18 %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열

매가 성숙한 비율은 대조구에서 72.9 ± 2.83 %, 그늘처리구에서 56.9 

± 6.59 %로 그늘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낮았다(Figure 20, P < 0.05)

Figure 20. Frequency (%) of fruit development and fruit mature 

under control and shad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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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종자 생성 비율 및 발아율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개체당 열매 크기는 5월 중순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열매가 좀 더 성숙한 5월 말에는 대조구 20.4 ± 1.26 ㎤ , 그늘처리구 

12.9 ± 1.98 ㎤으로 그늘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작았다(Table 9, P < 0.01). 

  한 개체 열매 안에 들어 있는 종자 개수는 대조구에서는 평균 27.3 ± 

1.16개, 그늘처리구에서 평균 21.8 ± 1.21 개로 그늘처리구에서 적게 나타

났고(P < 0.01), 개체당 10립의 종자 무게도 대조구에서 74.2 ± 2.01 ㎎, 

그늘처리구에서 60.9 ± 3.10 ㎎으로 유의하게 작았다(P < 0.01). 

  종자 발생 비율(Seed set ratio; 한 열매 안의 씨방 개수 중에서 성숙 

종자의 개수) 역시 대조구에서 73.0 ± 2.15 %, 그늘처리구에서 65.6 

± 2.71 %으로 그늘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났다(P < 0.05). 

  종자 발아율은 대조구에서 평균 76.9 ± 5.18 %, 그늘처리구에서 

47.7 ± 8.80 %로 그늘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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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Period
Treatment

t P-value
n Control n Shade

Fruit size per 
plant (㎤)

mid-
May

(5.14-16)
15 3.8 ± 0.41 7 2.8 ± 0.73 1.18 .252

late-
May

(5.24-26)
21 20.4 ± 1.26 9 12.9 ± 1.98 3.24 .003**

Seed number 
per plant 51 27.3 ± 1.16 41 21.8 ± 1.21 3.26 .002**

Seed size per 
plant (㎣) 29 10.4 ± 0.59 28 8.0 ± 0.67 2.79 .007**

10-seed weight 
per plant (㎎) 30 74.2 ± 2.01 28 60.9 ± 3.10 3.65 .001**

Seed set ratio 
per plant (%) 51 73.0 ± 2.15 41 65.6 ± 2.71 2.44 .017*

Seed 
germination 

rate (%)
10 76.9 ± 5.18 10 47.7 ± 8.80 3.047 .008**

Table 9.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seed, current 

reproduction and seed germination rate (%) under control and 

shade condition(mean ± SE). Seed size data was square 

roottransformed and seedset ratio was arcsintransformed to 

improve normality.

***P < 0.001,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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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 찰

5.1 환경 요인

조사지 상층 식생은 신갈나무, 층층나무,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들

메나무, 자작나무 등 활엽수종이 우점하였다. 5월 중순부터 상층 수관층 

개엽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지의 광합성활성복사(PAR)는 5월 중

순 이후 감소하였다. 이 시기는 조사지의 대기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시점과 비슷하였다. 엽면적지수(LAI)는 5월 중순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

가 6월 초 이후부터는 거의 일정하였는데 광합성활성복사 감소와 더불어 

상층 수관층 잎의 생장이 빨라지면서 하층으로 유입되는 빛의 양이 감소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Vandepitte et al., 2009). 

그늘처리구에서는 얼레지 개화시기인 5월 초부터 상층 수관이 완전히 

울폐된 광 조건이 유지되었으며 대조구에 비해 토양 온도는 약 1.1 ℃ 

낮게 나타났다(Figure 3). 

낮은 토양 온도는 대부분의 초본 식생들에게 수분 흡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다(Markhart et al., 1979). 특히, 높은 광합성률은 

높은 수분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데 초봄의 낮은 토양 온도, 초본 식생의 

낮은 뿌리 바이오매스와 높은 증산율의 조합은 눈이 녹은 후 수분이 충분

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춘계단명식물의 잠재적인 수분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조구에 비해 그늘처리구에서 잎이 시든 시기가 

빨랐고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도 낮게 나타났으며 종자 발생량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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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생장 특성 비교

5.2.1 잎의 특성

  엽면적비(SLA, ㎠/㎎)는 잎 생산에 분배된 생물량(탄소)무게당 생산된 

잎의 표면적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약한 빛에서 자란 잎은 강한 빛에서 

자란 잎보다 더 크고 더 얇다(Smith et al., 2011). 본 연구에서 비개화 

개체와 개화 개체 모두 대조구보다 그늘처리구에서 엽면적비가 크게 나타

났다(Table 7). 또한 엽면적 증가율 역시 대조구에 비해 그늘처리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Figure 12). 즉, 얼레지 잎은 광 환경에 반응하여 음엽

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를 통해 얼레지는 그늘에서 제한된 

빛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된다(Lamber et el., 2008; Kitaoka et 

al., 2009). 또한 일반적으로 음지에서 자란 식물은 순탄소획득량을 상대

적으로 잎에 더 많이 배분하고 뿌리에는 덜 배분한다(Smith et al., 

2011). 약한 빛 조건 하에서는 단위면적당 광합성률이 감소하는데

(Larcher, 1995), 잎으로 탄소 분배가 증가하면 엽면적이 증가하여 단위

면적당 낮은 광합성률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식물이 (+) 탄소균형을 이

루고 지속적인 생장을 할 수 있게 한다(Smith et al.,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얼레지는 그늘처리구에서 잎이 더 빨리 시들고 고

사하였다(Table 8). 상층 수관층 울폐에 의한 빛의 차단은 춘계단명식물

의 잎이 시드는 주요한 요인이다(Vezina and Grandtner, 1965, 

Sparling, 1967). 같은 속인 E. americanum도 상층이 닫힌 공간에서 잎

이 일주일 빨리 시들었다고 보고되었다(Muller, 1978). 일반적으로 강한 

빛에 적응한 수종은 강한 빛 조건에서 높은 순 광합성률과 생장률을 유지

할 수 있으나 그늘진 조건에서는 낮은 광합성률에 비해 높은 호흡률과 광

보상점으로 생장이 적어진다(Augspurger, 1982). 또한 강한 빛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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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잎은 낮은 강도의 빛에서는 엽록소가 파괴되거나 재생성 되지 않기 

때문에 잎이 시들게 된다(Sparling, 1967). 얼레지 잎이 빨리 시드는 것

은 상층 수관층의 이른 울폐에 대한 얼레지의 부적응 현상은 생존의 어려

움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5.2.2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

  강한 그늘은 춘계단명식물의 바이오매스와 번식을 위한 탄소 분배를 감

소시킨다(Erickmeier and Schussler, 1993; Whigham and Chapa, 

1999). 본 연구에서도 개화 개체와 비개화 개체의 구분, 기관별, 시기별

로 차이는 있었으나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는 대조구보다 그늘처리구에

서 낮게 나타났다(Figure 13). 그늘처리구에서는 지속적인 빛 차단으로 

인한 낮은 광합성률 때문에 당해 광합성 산물 생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Ida and Kudo, 2008). 

  개화 개체는 지상부, 지하부 모든 기관의 바이오매스가 그늘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나 그늘처리구의 개체당 낮은 평균 바이오매스에 영향을 미쳤

고, 비개화 개체는 대조구보다 그늘처리구에서 지하부 알뿌리 바이오매스

가 낮은 패턴이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 

5.3 얼레지의 자원 분배 특성

5.3.1 기관의 시기별 바이오매스를 통한 얼레지의 자원 분배 패턴

  얼레지 기관의 시기별 바이오매스 패턴을 통해 얼레지 자원 분배 패턴

을 알 수 있었다(Figure 15,16). 

  대조구 개화 개체 지하부 땅속줄기 바이오매스는 5월 초부터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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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잎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가장 컸다. 5월 초와 5월 중순 사이 

지상부 줄기와 지하부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증가하였지만, 5월 중순과 5

월 말 사이에는 바이오매스의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열매 바이오매스

는 상층 수관이 덮여 임분 하층에 유입되는 빛이 감소되는 시기에도 계속 

증가하였다. 즉, 얼레지 개화 개체는 무성 생장 기관에 5월 중순까지 자

원을 집중 분배하고 그 이후 번식 기관에 집중해서 자원을 집중 분배하였

다. Trillium apetalon도 비슷한 바이오매스 패턴을 보이는데 이렇게 생

장과 번식을 위한 자원 분배의 시간차로 인해 생장과 번식 사이의 직접적

인 자원 맞교환 전략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Ida and Kudo, 2008). 

  또한, 지하부 알뿌리 생장은 지난 해 10월 경 발생하기 때문에

(Lapointe, 2001) 당해 알뿌리 바이오매스 증가는 자원 저장을 위해 자

원을 배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개화 개체는 번식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당해 번식과 다음 해 생장과 

번식을 위한 저장 사이의 자원 맞교환은 없다. 비개화 개체 지하부 땅속

줄기 생성은 작년 11월 경 알뿌리 내에서 생성되고 그 이후 다음 해 봄 

얼레지 기관 중 가장 먼저 자원이 분배되어 빠른 생장을 하였다. 또한, 5

월 중순까지 잎과 줄기에, 마지막으로 지하부 알뿌리에는 5월 말에도 자

원을 분배하였다. 지하부 알뿌리 생장은 지난 해 가을, 겨울에 일어나기 

때문에 당해 5월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개화 개

체와 마찬가지로 자원 저장을 위해 자원을 분배한 결과로 보인다.

5.3.2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 시기별 비교를 통한 생장, 번

식, 저장을 위한 자원 출처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시기별 바이오매스 비교를 통해 얼레지 생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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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에 이용되는 자원의 출처를 알 수 있었다(Figure 17,18). 

개화 개체 그늘처리구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 제한된 광 조건에서도 

대조구 바이오매스와 비슷하였지만, 5월 말에는 충분한 바이오매스가 생

성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늘처리구에서 지속적인 빛 차단으로 인해 광합

성률이 낮아 당해 광합성 산물 생성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Ida and 

Kudo, 2008). 따라서 5월 중순까지는 생장을 위해 과거 광합성 산물이 

저장된 보다 안정적인 지하부 자원을 사용하고, 5월 중순 이후에는 번식

을 위해 당해 광합성 산물을 사용한 것을 판단된다. 이전 논문에 따르면 

춘계단명식물의 개화와 무성 생장은 과거 지하부에 저장된 자원에 의존한

다고 하였는데(Muller, 1978; Routhier and Lapointe, 2002), 본 연구

에서 얼레지 역시 생장을 위해 과거 저장된 자원을 이용하였다. 

  5월 중순까지 기관의 생장을 위해 지하부에 저장된 자원을 사용하면 

알뿌리 바이오매스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지만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증가하였다. 13C(%) 대조구 분배패턴을 보면, 당해 

광합성 산물이 지하부로 이동하는 비율이 5월 중순과 5월 말 비교적일정

하다(Figure 19). 즉, 당해 광합성 산물은 5월 중순, 5월 말 꾸준히 지하

부 알뿌리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레지 지하부 알뿌리 생장은 지

난 해 가을, 겨울에 일어났기 때문에(Lapointe, 2001) 지하부로 이동하는 

당해 광합성 산물은 알뿌리 생장보다는 자원 저장을 목적으로 분배될 가능

성이 크다.  

  

5.3.3 개화 개체의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당해 광합성 산물 분배

대조구 개화 개체의 열매 탄소비율은 5월 중순에서 5월 말 사이 2배 

증가하였고 지하부는 5월 중순과 5월 말 일정하였다(Figure 19).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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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춘계단명식물의 열매가 성숙하는 시기에는 상층 수관이 울폐되어 빛

이 약해지는데 이 때 식물은 낮은 광합성 산물을 얻게 되어 뿌리로의 탄

소 이동은 줄고 열매로의 이동은 증가한다. 이것은 상층 수관층이 덮이면 

저장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던 광합성 산물을 번식을 위해 이동시키는 것이

다(Horibata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조구 얼레지는 지하부

로의 탄소 이동은 일정하였다. 대신 지상부으로의 탄소이동이 감소하였

다. 결과적으로 얼레지 당해 광합성 산물은 자원 저장을 위해 5월 중순, 

5월 말 비슷한 비율로 배분하며 5월 말 수관이 울폐될 때는 번식을 위한 

배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늘처리구 개체의 열매 탄소 비율은 대조구 경향과는 달리 5월 중순

에서 5월 말 사이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하였다. 하지만 5월 중순 그늘

처리구 지하부의 낮은 13C(%)와 열매의 높은 13C(%)를 보면 5월 중순 

당해 광합성 산물이 열매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대

신 지하부로 이동한 광합성 산물은 감소하였다. 즉, 그늘처리구에서는 이

른 시기부터 자원 저장을 위한 당해 광합성 산물 분배는 감소하고 번식을 

위해 자원을 우선 분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화 개체 그늘처리구 지

상부 줄기, 잎, 지하부 땅속줄기, 알뿌리 바이오매스는 5월 중순과 5월 

말 감소하였으나 열매 바이오매스는 증가한 결과를 통해서도 번식에 자원

을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Figure 16).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늘처리구 개체의 열매 바이오매스와 열매 성숙 

비율, 종자 생산량은 대조구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얼레지 한 개체가 전

체 바이오매스의 1 – 4 % 밖에 안 되는 열매 한 개를 생산한다고 하더

라도, 낮은 광 상태에서는 잎에 의한 당해 광합성 산물은 열매를 발달시

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Ida and Kudo, 2008). 



- 70 -

5.4 대조구와 그늘처리구 번식 특성

개화 개체의 열매 형성 비율은 대조구와 그늘처리구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그늘처리구에서 열매 성숙 비율이 낮았다(Figure 20). 더욱이 

열매가 성숙한 개체 내에서도 종자 생산비율과 발아율이 그늘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났다(Table 9). 이렇게 종자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저장된 자

원이 감소하여 번식을 위한 자원 분배가 감소하거나(Horibata et al., 

2007), 번식을 위한 당해 광합성 산물 분배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Lubbers and Leochowicz, 1989). 본 연구에서 얼레지는 대조구와 그

늘처리구의 자원 분배 패턴을 통해 당해 광합성 산물을 번식에 이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늘처리구에서는 빛의 감소로 인한 광합성률의 제

한으로 당해 광합성 산물 양 자체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종자 생산과 

발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떤 수종에는 잎이 아닌 기관에 의한 광합성이 종자 생산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연구들이 있다(Aschan and Pfanz, 2003; Herrera, 2005; 

Hoch and Keel, 2006; Horibata et al., 2007). A. ramosa 는 잎에 의

한 당해 광합성 산물 대신 열매에 의한 광합성 산물이 당해 종자 생산의 

원천이라고 하였다(Horibata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늘

막 처리를 기관별이 아닌 얼레지 개체 전체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번식을 

위해 사용된 당해 광합성 산물의 정확한 출처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얼레지는 무성 번식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 발생량의 감소는 

새로 발아할 개체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개체군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 71 -

6. 결 론

상층 수관 울폐 시기 변화에 따른 춘계단명식물 얼레지의 생장 특성과 

번식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관 울폐가 빠르게 진행된 상황을 가

정한 그늘처리구에서 엽면적 증가량은 커졌고, 엽면적비(SLA)도 크게 나

타났다. 이는 음엽화를 통해 제한된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적응 전

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늘처리구

에서 광합성 산물 생성 충분하지 않아 잎 시드는 시기가 빨리 나타났다. 

개체당 평균 바이오매스는 대조구에 비해 그늘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광합성률로 인한 당해 광합성 산물 생성 제한으로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된다. 그늘처리구의 낮은 광합성 산물은 저장을 위한 분배는 감

소하고 번식에 좀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당해 종자 생

산 감소를 야기하였다. 또한 그늘처리구의 저조한 발아율은 다음 해 종자 

발아 개체수 감소를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환경에서 빛이 제한 요인으

로 작용했을 때 춘계단명식물의 생존 어려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보호 가치가 높은 춘계단명식물의 보전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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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s of early canopy closure on the 

growth patterns and reproduction of Erythronium 

japon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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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ount of light that flows below the stand during early 

spring and early summer in temperate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changes abruptly because it is the time when the leaves 

of canopy layer start to sprout and grow rapidly. The amount of 

light that flows below the stand is a critical factor of history of 

spring ephemeral, a kind of herb to complete the life cycle from 

snowmelt to canopy closure. If the leafing period of canopy layer 

becomes unstable due to climatic change, it will be affected by 

history of spring ephemeral by changing the light below the stand.  

  To investigate how the change of canopy closure affects the life 

history of spring ephemeral, growth patterns, resource allocation 

and reproduction of spring ephemeral of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were compared between control and sh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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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after installing shade treatment in earlyMay flowering 

period.

Increased leaf area(㎠) and SLA(Specific leaf area, ㎠/㎎) is 

greater in shade condition. Despite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leaves to utilize limited light efficiently, leaves withered more 

quickly in shade condition. In addition, both nonflowering plant(P 

< 0.01) and flowering plant(P < 0.001) were significantly lower in 

shade condition. It is because there was a limit on the generation 

of photosynthetic products by high light compensation point and 

respiration rate with low photosynthetic rate in shade condition. 

Through the biomass patterns from earlyMay to lateMay, 

flowering plants preferentially allocate their resources to the 

organs for vegetative growth and afterwards concentrate its 

resources on reproductive organs. Moreover, average biomass of 

all organs of flowering plants has no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shade condition in midMay, 10 days later from the shading 

treatment. However, the biomass was significantly lower in shade 

condition in lateMay, 20 days later from the shading treatment. 

Lower biomass in shade condition was attributed by low 

photosynthetic products. As a result, E. japonicum may utilize 

first resources which were stored last year for growth, then, it 

may use the current photosynthetic products for current 

reproduction. Due to source of resources and time difference of 

resource allocation for growth and reproduction, tradeoff 

strategy of growth and reproduction seems weak.

The current photosynthetic product moved earlier to the fruit in 

shade condition. However, fruit mature rate, seed set ratio, seed 

germination rate were lower in shade condition. Thus, th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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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cruitment might reduce as seed products decrease because 

vegetative reproduction rarely occurs to E. japonicum. The study  

suggests that E. japonicum populations are likely to decline if 

canopy layer close earlier due to climate change.

Key words : Canopy closure, light availability, growth patterns, 

carbon allocation, seed production, Erythronium japon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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