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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은 중국 접경 지역의 백두산부터 강원도 

남단의 태백산까지 한반도의 아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집단이 고립되어 분포하

는 멸종위기 수종이며,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겸한다고 알려져 있다. 무성

생식은 해당종의 생활사와 집단의 유지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측백의 클론번식 양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혀진 바

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눈측백의 클론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micr-

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여 클론의 유전형 식별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함

백산에 존재하는 눈측백 클론들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눈측백의 

종자번식 여부를 알기 위해 화악산, 설악산, 함백산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발

아실험을 실시하고 집단 내 실생묘의 존재 유무를 관찰하였다. 또한 향후 보

전방안을 세우는 데 있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집단의 유전변이를 측정하였

는데, ramet과 genet 단위로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클론구조가 집단의 유

전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발아실험 결과, 눈측백 3개 집단의 평

균 발아율은 20.6%였고, 평균 12.9일 만에 발아가 이루어졌으며, 발아속도

는 8.4%/일이었다. 설악산에서 발견된 두 개체를 제외하고 자연집단에서 실

생묘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클론 식별을 위하여 북미대륙의 근연종을 대상

으로 개발된 microsatellite 마커 중에서 다형성을 기준으로 10개의 마커를 

선발하였다. 이를 가지고 15 m×15 m 방형구에서 클론의 유전형을 분석한 

결과 50 m2, 75 m2, 225 m2 면적의 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형구 내 

눈측백의 밀도는 4.3개체/m2
 였다. 3 ha의 함백산 집단에서 20 m 간격으로 

29개체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클론의 크기(채취한 시료의 수)가 2, 5인 클론

이 1개씩 존재했고, 나머지 22개체는 각각 유전형이 다른 클론이었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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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빈도수로 나타낸 클론의 분포 양상은 파레토 분포를 따랐고 비교적 높은 

다양성과 균등성을 보였다. 집단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ramet 수준과 genet 수준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함백산 눈측백은 30 m 이

내의 거리에서 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측백 집단의 유전변이는 

ramet 단위로 측정했을 때, 대립유전자 수(A ) 평균은 6.3개, 유효대립유전

자 수(AE ) 평균은 3.5개, 이형접합도 관찰치(HO )는 0.603, 이형접합도 기대

치(HE )는 0.615였고, genet 단위로 측정했을 때는 AE 는 3.8개, HO 는 

0.629, HE 는 0.642였다. Ramet 단위로 측정했을 경우, genet 단위로 측정

했을 때보다 AE 는 7% 감소하고, HO 와 HE 도 각각 4%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클론구조가 집단의 유전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눈측

백 집단이 종자번식보다 클론번식을 통해 집단을 유지하는 것은 아고산지대

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집단이 

견딜 수 있는 탄력성을 넘어서는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 번 파괴

되면 회복이 힘든 클론식물 집단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눈측백 집단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한 유전적 모니터

링은 변화 양상에 적응할 집단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중

요하며, 함백산 집단의 유전다양성 수준은 다른 식물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적

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눈측백의 보전전략에서 현지 내 보

전을 위해 집단의 보전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전변

이의 양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클론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눈측백의 현지 외 보전을 실시할 경우,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에 

따라 클론 개체의 중복 선발을 피하기 위해 개체 간 최소 30 m 이상의 거

리를 두고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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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눈측백, 멸종위기 식물, 클론구조, 집단유전변이, 종자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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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은 전 세계에서도 한반도 아고산지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멸종위기 수종이다(Uyeki, 1926; Kong, 2004). 잎 끝

이 다소 뭉툭하고, 뒷면이 흰빛을 띠기 때문에 이 속의 다른 종들과 구별이 

가능하고, 피압 상태에 있거나 바람받이에서 자랄 때 원대의 생장이 중지되

고 가지가 땅을 기듯이 자라서 눈(누운)측백이라고 불린다(Li & Xiang, 

2005). 

눈측백은 분포면적이 작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 2011년부터 국제자연보전

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적색목

록(red list)에 취약(Vulnerable, VU) 등급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에서도 2012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목록에 취약종(VU)으로 올라있다. 

눈측백은 다른 아고산 수종들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집단의 보전 및 복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같은 속의 중국 고유종인 Thuja sutchuenensis Franchet가 적

색목록에 심각한 멸종위기(Critically Endangered, CR) 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국가적 차원의 보호 육성으로 현재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눈측백 집단의 보전에 대한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Xiang, 

2002). 

눈측백의 희귀성에 대해 먼저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한 것도 중국이었다. 

중국은 눈측백을 백두산의 희귀종으로 지정하여 1990년대부터 현지의 눈측

백 집단을 대상으로 생육특성, 증식방법, 산지시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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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Chen et al., 1993; Meng, 1997; Yin et al., 2013; Jiang et 

al., 2015). 

국내에서는 Song et al.(2006)이 눈측백의 삽목증식 방안에 대해 밝힌 것

을 시작으로 Yang et al.(2009)에 의한 집단의 ISSR 유전변이 분석, 

Byun(2013)의 자생지 생태와 형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Jung(2013)의 개체

들의 생장 및 고사 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를 통해 눈측

백 집단의 생태와 유전구조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이 연구들은 눈측백이 

클론번식을 하며, 이것이 눈측백의 생태나 유전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측백의 클론번식 양상에 대해 연구된 바

는 없다. 

눈측백처럼 종자번식과 클론번식을 겸하는 식물은 이러한 번식기작이 개체

의 생활사와 집단의 유지 및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

다(Watkinson & Powell, 1993; Fischer & Van Kleunen, 2002). 특히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연구에서 식물의 클론번식은 보전방안을 세울 때 고려

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된다(Xie et al, 2001; Chung et al., 

2005). 대상종의 현지 내 보전을 위해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할 때나 현

지 외 보전을 위한 개체 선발에서 클론구조에 대한 정보 없이 유전변이의 

양과 패턴을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Sydes & Peakall, 1998). 

클론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개체들의 유전형을 식별

하는 문제로, 이를 위해 변별력이 높은 마커가 필요하다(Halkett et al., 

2006). 대부분의 생물 DNA에 존재하는 짧은 반복서열인 microsatellites는 

동일 종의 개체 간에도 변이가 발견되어 클론구조 분석에 적합한 마커라고 

알려져 있다(Abies, 2004; Arnaud-Haond, 2007). Microsatellite 마커 분

석을 위해서는 해당 종의 염기서열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얻는 데 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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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비용 문제로, 기존에 개발된 마커를 다른 근연종에 적용해 보는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었다(Moreno et al., 2011). 눈측백의 근연종인 Thuja o-

ccidentalis L.와 Thuja plicata Donn ex D. Don을 대상으로 이미 개발

된 마커가 있어 눈측백 집단의 연구에 대한 이 마커들의 적용가능성을 시험

해볼 수 있다(O’Connell & Ritland, 2000; Xu et al.,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 눈측백 집단 내 클론의 크

기와 분포를 파악하여 눈측백의 클론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눈측백 

종자의 발아율을 관찰하고 자연집단에서 실생묘의 존재를 확인하여 눈측백 

집단의 종자번식 여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덧붙여 클론을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 눈측백 집단의 유전변이를 비교하여 집단의 유전변이에 클론구

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눈측백 집단의 보전방

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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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 구 사

1. 눈측백에 관한 연구  

(1) 눈측백속에 관한 연구 

눈측백속(Thuja L.)은 측백나무과(Cupressaceae)에 속하며, 전 세계에 다

섯 종이 보고된다(Li, 1953).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을 비롯한 

Thuja sutchuenensis Franchet, Thuja standishii (Gordon) Carrière는 

각각 한반도 및 중국 접경지역, 중국 내륙, 일본 일부 지역 등 아시아에 분

포하고, Thuja occidentalis L.와 Thuja plicata Donn ex D. Don은 북

미대륙의 동서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Xiang et al., 2002; 

Lepage, 2003)(Figure 1). 

Figure 1. Global distribution of the genus Thuja L. 1, Thuja koraiensis 

Nakai; 2, Thuja sutchuenensis Franch; 3, Thuja standishii (Gordon) 

Carriere; 4, Thuja occidentalis L.; 5, Thuja plicata Donn ex D.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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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수종들은 주로 고산지대에 자생하는데 분포지가 극히 제한적이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의 위기등급에 올라 있고, 북미

대륙의 두 수종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비교적 넓은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다(Kong & Watts, 1993; IUCN, 2001; Tang et al., 2015) (Table 1).  

VU, Vulnerable; EN, Endangered; NT, Near Threatened; LC, Least Concern 

눈측백속은 잎이 십자로 마주나고 정면과 측면 잎의 형태가 다르며 종자의 

Species
Height 

(m)

Altitude 

(m)
Habitat

Shade

tolerance
Region

Red

list

T. koraiensis 10
700~

2000

Humid sites in 

valleys, mountain 

slopes & ridges, 

and in crevices 

of rocks

Tolerant

Korea and 

Baekdusan at the 

boundary between 

Korea and 

northeastern 

China 

VU

T. 
sutchuenensis

20
800~

2100

Limestone cliffs, 

steep slopes, and 

crest ridges

Intolerant

Daba mountains 

in southwestern 

China

EN

T. standishii 30
1000~

2000

Rocky or steep 

slopes in 

mountains

Tolerant
Honshu and 

Shikoku in Japan
NT

T. 
occidentalis

15 0~900

Limestone cliffs, 

swamps and 

abandoned 

pasture sites

Tolerant

(Occurring 

at all stages 

of forest 

succession)

Eastern north 

America
LC

T. plicata 70
0~

2200

Gentle & steep 

slopes with moist 

soils, rocky 

slopes, river 

valleys

Tolerant

(Occurring 

at all stages 

of forest 

succession)

Western north 

America
LC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5 species in the genus Thuja L. 

According to IUCN red list, VU and EN categories are considered 

threaten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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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옆에 동일한 크기의 날개가 달려있는 특성으로 측백나무과의 다른 속들과 

구분된다(Schulz et al., 2005). 이중 눈측백은 뒷면 전체가 흰빛을 띠고 잎 

끝이 뭉뚝하며, 가지가 누워서 자라는 고유의 특징을 지닌다(Li & Xiang, 

2005).  

 눈측백속 수종들은 잎과 구과에서 강한 향이 나는데(Wilson, 1920; 

Phillips, 1941; Huang & Blackmore, 2013), 향을 유발하는 화합물은 목

재를 잘 썩지 않게 하여 목재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화합물 그 자체로도 활

용도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Yang et al., 1994; DeBell et 

al., 1997; Jirovetz et al., 2006). 또한 눈측백속 내에서 교목으로 자라는 

수종들은 늘 푸른 잎과 원추형의 수형으로 일찌감치 조경용으로 품종 개량이 

시도되었다. 눈측백의 경우, 토지 피복이 가능한 특성(Wilson, 1920)으로 외

국 식물원에 식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도 눈측백의 향이나 내음

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Byun & Pak, 

1999; Hong et al., 2000). 

눈측백속 수종에 관한 연구는 관련 종이 분포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북미대륙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T. occidentalis 와 T. plicata 는 1902년 

Land가 T. occidentalis 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논문을 기고한 후, 영미권

에서 꾸준히 수행되어 그 생태나 유전구조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세 수종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것이 적은 편이

다. 중국에 분포하는 T. sutchuenensis 는 한 세기 동안 야생에서 절멸

(extinction)된 것으로 알려지다가 1999년 그 자생지가 다시 발견되어 국가

적 차원의 보호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Xiang et al., 2002), 일본에 분포

하는 T. standishii 는 1919년 The Japanese Forestry Society에 언급된 

뒤 대상종의 분포나 목재 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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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측백은 1990년대 중국에서 먼저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조선

측백(朝鮮侧柏)으로 불리며 백두산의 희귀종으로 다루어졌고, 최근에는 장백

측백(长白侧柏)이라는 이름으로 해당종의 생육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Chen et al., 1993; Meng, 1997; Jiang et al., 2015). 국내에서

는 2006년 Song et al.이 눈측백의 삽목증식을 시도하면서 눈측백의 무성

생식 양상을 언급하였고, 2011년 Yang et al.이 ISSR 마커로 눈측백 국내 

4개 집단의 유전변이를 조사하여 집단의 유전변이량과 집단 간 유전적 분화 

정도가 높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2013년 Byun 및 Jung이 각각 학

위 논문을 통해 눈측백 집단의 생태와 개체군 동태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2) 눈측백의 분포와 생태

한반도의 눈측백은 1897년 Komarov가 채집했다는 기록(Komarov, 

1901)으로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 Nakai에 의해 현재의 학명으로 기재되었

다(Nakai, 1919). 

눈측백은 한반도의 700 m~2000 m에 이르는 아고산지대에서 발견되는데 

한반도 백두대간을 따라 백두산의 중국 접경지역을 포함한 이북 고산, 고원

지역까지 북위 37도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남방한계 집단은 태백산에 위치

한다(Komarov, 1901; Nakai, 1919; Wilson, 1920; Uyeki, 1926; Kim 

et al., 1994; Jeon et al., 1997; Kim et al., 1999; Chang et al., 

2003; Kong, 2004; You, 2006; CHAK, 2009; Byun, 2013)(Figure 2, 

Appendix I). 



Figure 2. The natural populations of T. koraiensis in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records of specimens and the flora, populations are consid-

ered to exist in 28 mountains and 1 plateau area (Sa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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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측백은 줄기를 누워 뻗으며 관목으로 자라는데 종자번식과 함께 누운 가

지에서 뿌리가 나와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클론번식을 겸한다(Song et 

al., 2006). 

종자에서 발아한 어린 개체는 바늘잎을 가지고 있고 이후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여기서 비늘잎이 자라기 시작한다. 비늘잎은 끝이 뭉툭하고 너비에 

비해 길이가 짧은데 뒷면은 두 줄의 흰 기공선이 있어서 매우 하얗게 보인

다. 매해 새로 난 가지는 비늘잎으로 덮여있어 녹색을 띠고 줄기는 처음에는 

붉은색이고 매끈하지만 자라면서 색이 짙어지고 수피가 갈라지며 얇게 벗겨

지기도 한다. 눈측백은 부식질이 많은 토양과 공기 중의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고 전 생육기간 동안 매우 더디게 자란다(Im, 1996).

눈측백은 암수한그루이고, 눈측백의 암수구과는 5월에 이미 관찰된다

(Figure 3). Uyeki(1926)는 눈측백이 보통 20년 이상 자라면 개화결실을 하

고 2~3년 마다 다량의 종자를 맺는데 발아되지 않는 종자는 적다고 하였다. 

암구과(female cone)는 정단부 근처 새로 난 짧은 가지에 달리며 구과의 인

편이 8~10개인데 서로 쌍을 이루며 마주 붙어있다. 보통 가장 큰 인편에 

2~3개의 종자가 들어 있고, 나머지 인편에 1~2개의 종자가 들어있어 구과 

1개 당 최대 14개의 종자가 관찰된다. 인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비립종자

의 비율이 커지고 때로 가장 아래쪽에 종자 없이 흔적만 남아 있는 인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구과가 여물면 진한 갈색이 되면서 벌어지고 종자가 

흩어진다. 종자는 편평한 타원형으로 옅은 갈색이며 양쪽에 서로 대칭인 좁

은 날개가 있다. 수구과(male cone)는 암구과의 아래쪽 가지에 달리며 노란

색인데 구과가 성숙했을 때는 검은색으로 관찰된다. 성숙한 구과의 길이와 

너비는 8~12 mm, 4~5 mm, 종자의 길이는 3~5 mm 너비는 2~3 m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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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2 m 이하의 나무들은 빽빽한 가지를 형성하면서 기는 듯이 자라지

만, 바람막이가 되는 협곡에서는 수고 3 m 이상의 직립한 개체들이 발견되

기도 한다. Wilson(1920)은 7.6 m까지 자란 눈측백을 기록했고, 일부 지역

에서 10 m 이상 되는 개체가 보고되기도 하였다(Byun et al., 2013). 

(A) (B)

(C) (D)

Figure 3. (A) Female cones of T. koraiensis observed in May, (B) fe-

male cones mature in September, (C) clonal reproduction of T. kor-

aiensis and (D) root presence in T. koraiensis at branches. 

 



11

2. Microsatellite 마커 

(1) Microsatellite 마커의 특성 

Tautz & Renz(1984)는 DNA 상에서 반복되는 짧은 염기서열의 존재를 

보고하였다. 1~10 bp까지의 길이를 갖는 이 반복서열은 진핵생물 및 일부 

원핵생물, 진정세균(eubacteria)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tt & 

Luty, 1989). DNA 상에 특별한 기능이 없는 반복서열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감수분열시 이루어지는 염색체의 교환(meiotic exchanges)이나

(Jeffreys et al., 1985), DNA가 복제될 때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page 

during replication)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이 지적되었다(Kornberg, 1980 

as cited in Litt & Luty, 1989).  

Tautz(1989)는 이 반복서열을 이루는 염기(motif)의 반복수에 따라 다형

성이 나타나는 특징에 착안하여 이 서열을 마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Litt & Luty(1989)도 같은 제안을 하며 이 반복서열을 ‘microsatellites’라

고 언급하였다. 이후 microsatellites 혹은 simple sequence repeat (SSR)

로 알려진 이 반복서열을 이용한 마커는 기존에 개발된 것보다 다형성 정도

가 높고 공우성을 나타내어 이형접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유전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Lefort, 1999; Yun et al., 2011).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한 실험은 재현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PCR 기술이 적용된다(Yun et al., 2011). 해당 종의 mi-

crosatellites 영역을 증폭시키기 위해 반복서열 앞뒤로 존재하는 종 특이적

인 염기서열과 상보성이 있는 2개의 프라이머(primer)를 합성한다. 이 프라

이머를 이용해 PCR을 수행하고 증폭산물을 전기영동하면, 반복서열의 길이

에 따라 증폭산물의 이동속도가 달라져 서로 다른 DNA 밴드가 나타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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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1개의 유전자좌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대립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Kim et al., 2005). 최근에는 프라이머에 형광표지를 부착하여 전

기영동시 이 형광파장을 레이저 감광장치로 읽어내는 실험 방법이 널리 쓰이

고 있다(Oetting et al., 1995, Schuelke, 2000). 

구과식물의 DNA에서도 microsatellites는 풍부하게 발견되며(Pfeiffer et 

al., 1997), 1990년대 중반부터 소나무속(Pinus L.) 수종들을 대상으로 마커

가 개발되기 시작하여 이후 가문비나무속(Picea A. Dietr.), 잎갈나무속

(Larix Philip Mille) 수종들에서도 마커가 개발되었고 2000년대 들어 눈측

백속(Thuja L.) 수종들의 마커가 개발되었다(Smith & Devey, 1994; 

Pfeiffer et al., 1997; Khasa et al., 1998; Lefort et al., 1999; 

O’Connell & Ritland, 2000; Xu et al., 2013). 

Microsatellite 마커가 가지는 장점에도 프라이머 합성을 위해 대상종의 

염기서열을 알아내는 일에는 여전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해 특정 종을 대상으로 개발한 마커를 같은 속이나, 같은 과 내 다른 

종들에 적용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Ritland, 2000). 근연종에서 개발된 마

커를 대상종에 적용하여 이중 증폭산물의 다형성이 확인된 마커의 비율을 종

간전환율(transferability)로 나타내는데 다양한 식물종을 대상으로 마커의 

종간전환율을 검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van de Ven & McNicol, 

1996; Isagi & Suhandono, 1997; Steinkellner et al., 1997; Brondani 

et al., 1998; Fisher et al., 1998). 프라이머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의 보존 

여부가 마커의 종간전환율을 좌우하기 때문에 진화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더 

적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계통학적으로 가까운 개체 간의 종간전환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다(Zucchi et al., 2002). 칠레소나무

(Araucaria araucana (Molina) K. Koch)와 그 근연종들은 종간 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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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분류군인데 이들 사이의 전환율은 

31.8~77.3%로 높은 편이었다(Moreno et al., 2011). 

(2) Microsatellite 마커와 클론구조 분석

식물의 클론구조 분석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클론 개체들의 식별 여부인데, 

해당 개체가 같은 클론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높은 마커가 필요

하다(Halkett et al., 2006). 이에 대해 종 내 개체 간에도 염기서열의 반복

수에서 변이가 발견되는 microsatellite 마커가 클론구조 연구에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Abies, 2004). 2005년까지 이루어진 297건의 식물의 클론구조

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동위효소(allozyme), AFLP, RAPD, micr-

osatellite 마커 간의 클론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microsatellite 마커를 사

용한 연구에서 클론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Arnaud-Haond et al., 

2007). 해안 식물인 Posidonia oceanica (L.) Delile의 8개 집단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microsatellite 마커로 분석한 클론다양성(clonal diversity)

이 동위효소 마커로 분석한 결과보다 6배, RAPD 마커의 결과보다 1.3배 높

게 나타났다(Arnaud-Haond et al., 2005). 이는 동일 클론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microsatellite 마커가 다른 마커들에 비해 클론 변별력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커의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들도 개발되었다(Halkett et 

al., 2005, Arnaud-Haond et al., 2007).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는 두 

개체가, 임의교배에 의한 유성생식으로 생산되어 우연히 같은 유전자형을 가

지게 될 확률을 계산한 PGEN (probability of genotype)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Parks & Werth,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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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수의 유전자위(multiple loci)에서의 대립유전자 빈도수이고 는 

이형접합(heterozygous)인 유전자위의 개수이다. 서로 다른 유전자위의 대

립유전자들의 빈도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아래 각 유전자위마다 계산된 값

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방법은 결국 주어진 확률을 평균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유전형 간의 

빈도수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존재

하며 샘플 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Parks & 

Werth(1993)는 변형된 PSEX (probability of sex) 값을 제안하였다. PSEX 는 

N 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같은 유전형이 n 번 관찰될 때, 이것이 임

의교배에 의한 유성생식으로 생산되었을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

의 이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PGEN, PSEX 의 값이 낮을수록 두 개체는 무성생식으로 번식된 클론일 가능

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확률계산은 대상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

형(Hardy-Weinberg equilibrium)을 갖는다는 가정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몬테 카를로 방법(Monte Carlo method)을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조합의 마커 수에 따라 식별가능한 유전형의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도 사용되

는데 이는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유전형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커 

수를 알려주어 마커의 변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준다(Arnaud-Haond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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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의 클론구조

(1) 클론식물의 특성

대부분의 식물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아우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Callaghan et al., 1992; Xie et al, 2001). 이는 식물체가 분열조직

(meristem)을 포함한 줄기나 뿌리 등 자가번식이 가능한 생체단위(module)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Watkinson & White, 1986; Clarke, 2012). 

어떠한 요인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사이의 전환을 가져오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주로 무성생식을 통해 독립적인 자손을 생산하는 식물

을 클론식물(clonal plant)이라고 한다(Liu et al., 2016). Harper(1977)는 

클론식물의 집단에서 무성생식으로 번식된 개체를 ‘ramet’이라고 하고, 다수

의 동일한 ramet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genet’으로 구분하였다(as cited 

in Liu et al., 2016). 

식물의 클론번식 능력은 집단의 생존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위험을 ramet들 간에 분산시켜 genet의 

생존확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집단의 환경적응에 기여하는 것이다(Callaghan 

et al., 1992; Weppler et al., 2006).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위

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물리적, 생리적으로 연결된 ramet들이 환경과의 상

호작용, ramet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genet의 생존율을 높이고, 극

단적인 변화에 대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Liu 

et al., 2016).  

(2) 식물의 클론분포

클론식물 집단에서 클론의 크기와 분포 양상은 해당종의 생활사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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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고, 집단의 유전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Watkinson & Powell, 1993; Fischer & Van Kleunen, 2002). 

식물의 클론번식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같은 ramet끼

리 모여서 제한된 분포를 보이는 밀집(clumped)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ra-

met의 분포가 무작위로 나타나는 혼합(intermingled) 형태이다

(Charpentier, 2002). 밀집 형태는 ramet간의 거리가 가까워 근친교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집단 내 대립유전자의 분포가 일정한 구조를 

구축한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혼합 형태는 클론의 크기가 작

고 다른 ramet들이 섞여 있어 타가교배의 확률이 커지고 집단 내 대립유전

자가 무작위로 배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Fischer & Van 

Kleunen, 2002). 목본식물의 클론번식은 줄기나 뿌리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전자의 형태로 나타난다(Barrett, 2015). 

클론의 크기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Xie et al., 2001). 

클론의 크기는 보통 genet을 단위로 했을 때 그에 속한 ramet의 수로 표현

되는데 클론의 크기 별 집단 내 빈도수는 클론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

한 요소이다. 클론구조에 관한 기존의 논문 45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클론의 크기 별 빈도수는 항상 왼쪽으로 치우친(left skewed) 지수감소형(e-

xponential decay)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Arnaud-Haond et al., 2007). 

이처럼 크기가 계급에 따라 지수분포를 보이는 것을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라고 하는데(Pareto, 1897 as cited in Vidondo et al., 

1997), 이 파레토 분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클론의 분포 양상을 나타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Arnaud-Haond et al.(2007)은 파레토 함수를 변형

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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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X 은 X 이상의 ramet의 수, α, β는 클론의 크기와 그에 따른 빈도수

를 로그값으로 변환했을 때 두 변수 간의 회귀식에서 얻어지는 변수이고. –β
는 이 회귀식의 기울기이다(Vidondo et al., 1997). β는 클론풍부도(ric-

hness), 균등도(evenness)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숫자로 된 지표보다 

클론의 분포 양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은 개체 간 

지리적 거리에 따른 유전적 분화 정도를 알기 위해 집단유전학에서 많이 쓰

이는 분석방법이지만 식물의 클론구조를 분석할 때도 활용된다(Reusch et 

al., 1999; Arnaud-Haond et al., 2007). 이 분석방법은 집단 내 개체

(sample)들 사이의 가능한 모든 조합의 유전적 거리를 평균 내어, 특정한 

지리적 거리 내에 있는 개체들 간의 유전적 거리와 비교하여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Epperson & Li, 1997). 이것을 클론구조에 적용하면 집단 

내 클론의 최대 크기를 추정하여 클론형성능(clonality)이 집단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Arnaud-Haond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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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료 및 방법

1. 눈측백의 종자발아 실험  

(1) 조사지 개황

가. 화악산

화악산은 해발 1468 m로 경기도 일대의 가장 높은 산이고 경기도 가평

군, 강원도 화천군의 경계에 위치한다. 정상 부근에 분비나무(Abies neph-

rolepis (Trautv.) Maxim.), 사스레나무(Betula ermanii Cham.), 눈측백 

등의 아고산 수종들이 자생하고,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귀룽나무(Prunus padus L.) 군락들이 분포한다(Yoon et al., 

2003). 

1926년 Uyeki가 화악산의 눈측백 집단을 언급했고 이후 근방에서 채집된 

눈측백 표본들이 다수 존재하나, 현재는 화악산 정상과 근처 중봉(1423 m)

에 모두 군부대가 들어서 있고 이 일대에 군용도로가 건설되면서 자생지가 

많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조사 당시에도 도로 재정비 공사가 이

루어지면서 집단이 일부 훼손된 모습이었다. 

현재는 해발 1250 m 일대 도로 근처 전석지에 소수의 눈측백 개체들이 

작은 집단을 이루어 존재한다. 화악산 내 관목이 우거진 곳에 수고 2 m 이

상의 개체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Byun, 2013).  

나. 설악산 

설악산은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 걸쳐 있는 해발 1707 m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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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만큼 다양한 자생종, 희귀수종들이 존

재한다(Kim et al., 1997). 

설악산에는 한반도 이남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가장 많은 개체수의 

눈측백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귀때기청봉(1577 m)부터 중청봉

(1676 m) 일대까지 서북 능선을 따라 12 km 이상 눈측백들이 분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근처 화채봉(1320 m), 가리봉(1519 m), 점봉산(1424 m)에

도 눈측백 집단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Jeon et al., 1997). 

대부분의 개체가 능선에서 강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 누워 자라고, 바람의 

피해가 적은 지형에서는 3 m 이상의 직립한 개체들이 자라고 있었다. 

다. 함백산 

함백산은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 사이에 위치하며 해발 1573 m의 정상 

부근에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은대봉(1442 m), 금대봉(1418 

m), 대덕산(1307 m) 같은 고산들과 연결되어 있고 남쪽에는 태백산 국립공

원이 자리 잡고 있어 식생 피복이 양호한 편이다(Choi et al., 2015). 

눈측백 집단이 분포하는 1400 m 이상의 능선과 산 정상 부근에는 분비나

무, 사스레나무, 일본잎갈나무(Larix kaempferi (Lamb.) Carrière)가 왜소

한 형태로 자라고 있으며, 오래된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et 

Zucc.)이 자생하고 있다. 이 주목들은 산림청에서 특별보호수로 지정하여 보

호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Jang et al. 2004). 

함백산의 북쪽사면 1400~1550 m 지점에 3 ha에 걸친 눈측백 집단이 존

재한다. 대부분이 누워 자라지만 3 m 이상의 직립한 개체들도 다수 존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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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재료

 2015년 9월 말에 화악산, 설악산, 함백산 3곳에서 20 m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각각 6, 10, 10개체에서 33, 97, 57개의 구과를 채집하였다(Figure 

4). 2016년에도 설악산, 함백산의 동일한 개체에서 각각 9, 10개체, 90, 

100개의 구과를 채집하였다(Table 2). 연녹색이던 구과의 색깔이 갈색으로 

짙어지며 인편이 벌어지기 직전의 시기를 채집의 적기로 삼았다. 

Figure 4.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3 populations of T. kor-

aiensis whose cones wer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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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Latitude Longitude Altitude (m)

Sample (ea.)

Tree Cone

2015 2016 2015 2016

Hwaaksana N37° 59.813′ E127° 30.482′ 1230 6 - 33 -

Seoraksan N38° 06.916′ E128° 24.159′ 1407 10 9 97 90

Hambaeksan N37° 09.763′ E128° 55.212′ 1485 10 10 57 100

Table 2. Locations of sampling sites and sample sizes for T. koraiensis 

a The population of Hwaaksan was too small so that cones were only col-

lected from 6 mother trees in 2015 and none was collected in 2016 year.  

(3) 발아실험   

인편이 벌어져 그 안의 종자가 나올 때까지, 구과를 하루 동안 건조시킨 

후, 구과의 장축 길이, 종자의 무게(1000립 기준)를 측정하고, 순량율(2016

년 채집된 개체만을 대상)을 계산하였다. 

발아실험을 위해 페트리디쉬에 멸균한 여과지(Whatman No. 2) 2매를 깔

고 멸균수를 넣어 습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수를 구분한 눈측백 종자를 최

대 100립 치상하였다. 발아실험은 눈측백의 발아적온이 알려진 바 없어 근

연종인 T. occidentalis의 발아실험 조건에 맞추어 광조건 하의 25℃, 70% 

습도가 유지되는 생장상에서 실시하였다(USDA, 2008). 매일 관찰하여 뿌리

가 1 mm 이상 나왔을 때를 발아한 상태로 보고 기록하였고, 45일 간 관찰

한 자료를 가지고 발아율, 평균발아일수, 발아속도의 발아특성을 계산하였다

(Holt & Orcutt, 1996, Steinmaus, 2000). 발아한 개체들은 개체별로 표

식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포트의 멸균한 부식토에 옮겨 심은 후 23℃, 70% 

습도의 생장상에서 생존여부를 관찰한 후, 9주 이상 생존한 개체를 가지고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22

눈측백의 구과, 종자, 발아특성에 대해 조사한 항목은 Table 3과 같다. 

Cone &seed characteristics Germination behavior

Cone length (mm)

1000 seed weight (g) 

= Weight of filled seeds / Number of 
filled seeds × 1000

Purity (%) 

= Weight of filled seeds / Total 

weight of original samples × 100

Germination percentage (%) 

= Total number of germinations / 
Number of seeds incubated × 100

Mean germination time (days) 

= 




Germination speed (%/days) 

= 





×

Seedling survival percentage (%) 

= Total seedlings survived / Total 
number of germinations × 100 

Table 3. Cone & seed characteristics and germination behaviors meas-

ured on all samples

g , number of germinations at t ; t , days; Gtot , total number of germinations

(4) 자료의 분석

조사한 값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및 상호관계 구명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v.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상관분석 및 순위상관 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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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측백 집단의 클론구조 분석

(1) 조사지 개황 

눈측백의 클론구조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지인 함백산(1573 m)은 내륙 

산간지대의 특징인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가 심하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몹시 추운 편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기온은 10.

0℃ 내외, 연평균 강수량은 1274.2 mm 정도이다(Choi et al., 2015). 

눈측백 집단이 위치한 북사면에는 아고산 수종인 분비나무(Abies neph-

rolepis (Trautv.), 사스레나무(Betula ermanii Cham.)가 함께 자라고 있

다. 또한 철쭉, 진달래, 미역줄나무(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가 빽빽하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아래 눈측백 개체들이 

피압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만병초(Rhododendron 

brachycarpum D. Don ex G. Don), 당마가목(Sorbus pohuashanensis 

(Hance) Hedl.), 당단풍나무(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꽃

개회나무(Syringa wolfii C. K. Schneid.), 시닥나무(Acer komarovii 

Pojark.), 귀룽나무(Prunus padus L.), 매발톱나무(Berberis amurensis 

Rupr.) 등도 눈측백 집단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수종이었다. 

(2) 공시재료

눈측백의 클론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함백산 해발 1530 m, 경사도 30°N

의 북사면 N37° 09.72′ E128° 55.25′일대에 15 m×15 m의 정사각형 방

형구를 설치하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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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ocation of study plot with 15 m×15 m spac-

ing in Hambaeksan. The earth coordinate of study plot 

is N37° 09.72′ E128° 55.25′. 

방형구의 크기와 형태, 시료의 채취 밀도 등은 클론의 다양성, 크기를 추

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Arnaud-Haond et al., 2007). 

눈측백 클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현지 관찰을 토대로 눈측백 군락

의 크기를 가늠하여 방형구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이를 다시 1 m 간격으로 

나누어 1 m×1 m의 격자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체(ramet)의 잎을 

채취하고, 위치를 기록하였다(Figure 6). 



25

Figure 6. Location of ramets sampled in study plot with 15 m×15 

m spacing. A shaded box is where T. koraiensis was collected and 

a blank is where other species of trees occupied or rocks existed. 

There existed cutout area in the middle.

이중 다른 개체와 물리적인 연결이 확인되는 개체는 잎을 중복하여 채취하

지 않고, 연결 여부와 위치만 기록하였다. 잎을 채취한 모든 개체의 근원직

경(diameter at root collar)을 측정하였다. 

클론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방형구를 벗어난 집단에서 추가로 시료를 채

취하고자 했는데, 방형구의 동쪽과 서쪽 눈측백 집단은 거의 방형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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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북쪽 집단은 사면 아래까지 집단이 이어져 집단의 가장자리를 파

악할 수 없었다. 방형구에서 남쪽으로 12 m 떨어진 곳에 눈측백 집단의 가

장자리가 존재하여 여기서 추가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클론의 나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방형구 내 고사목 7개체의 줄기를 잘라 

단면의 연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판을 채취하였다. 

함백산 눈측백 집단의 개체수를 추정하기 위해 15 m×15 m 면적의 방형

구에서 눈측백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구해 눈측백의 피도를 계산하였고, 

방형구 내에 2 m×2 m, 3 m×3 m의 소방형구를 설치하고 이 안에서 뿌

리를 내리고 있는 ramet 단위의 모든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집단 내 모수(mother tree)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15 m×15 m 방형

구 내에서 모수의 개체수를 모두 조사하였는데 조사 시점인 2015년 5월 당

시 전년도 구과가 달려 있거나, 암구과 혹은 수구과가 달린 것을 모수로 판

단하였다.  

함백산 눈측백 집단의 클론 분포를 알기 위해 전체 3 ha의 면적에서 20 

m 이상 간격을 두고 임의로 총 29개체의 잎을 채취하였다. 아울러 채취한 

개체의 GPS 위치정보를 기록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집단의 유전변이를 분석

하는 데도 사용하였다. Microsatellite 마커로 집단의 유전변이를 분석할 때, 

집단을 대표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집단에서 최소한 25~30개의 

시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Hal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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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rosatellite 마커 분석   

가. DNA 추출 

채취한 잎 30 mg과 지름 2 mm의 스테인리스 비드 2개를 2 mL 

Eppendorf centrifuge tube에 넣고 액체질소로 급속히 냉동시킨 후 

TissueLyser II(Quiagen)를 이용하여 1분 간 마쇄하였다. 눈측백의 잎은 조

직이 두꺼워 완전히 마쇄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쇄된 분말 30  

mg을 1.5 mL Eppendorf centrifuge tube에 옮긴 후 DNA extraction 

buffer(AP1, Quiagen) 400 μL와 RNase A stock solution(100 mg/mL) 

4 μL를 첨가하고 완전히 섞이도록 흔들어 준 다음 65℃에서 1시간 동안 중

탕하였다. 이후 Quiagen사에서 제공한 protocol에 따라 DNA를 분리하였

다. DNA의 농도와 질은 분광계 NanoDropTM 2000(Thermo Scientific)으

로 측정하였고, 이후 실험을 위해 DNA의 농도를 5 μg/μL로 희석하였다. 

나. Microsatellite 마커 선발 및 PCR

눈측백의 근연종인 T. plicata 와 T. occidentalis 의 마커가 개발되어 있

어 이를 대상으로 눈측백 집단 내에서 다형성을 보이는 마커를 선별하였다

(O’connell & Ritland, 2000; Xu et al., 2013). 알려진 마커의 염기서열

에 형광표지 FAM을 붙인 M-13 염기서열을 결합시켜 PCR 이후 전기영동시 

증폭산물이 탐지되도록 하였다. 

분리된 DNA는 선발된 primer와 함께 반응시켜 증폭시켰다. PCR 혼합물 

총량은 12 μL로 분석 대상 개체의 DNA template 20 ng, BioFactTM의 

1× A-Star Taq Reaction Buffer 0.1 mM, 10 mM dNTP Mix 0.2 

mM, A-Star Taq DNA polymerase 0.5 U에 포워드 프라이머, 리버스 프

라이머 각각 0.2 pM, M-13으로 표지된 프라이머 0.04 pM을 혼합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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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였다. PCR은 94℃에서 5분간 진행한 이후, 1단계에서는 94℃, 프라이

머별 적정 결합 온도(annealing temperature), 72℃에서 각각 45초 한 것

을 10번 반복하였고 M-13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2단계 PCR에서는 94℃, 

52℃에서 각각 30초, 72℃에서 1분 과정을 30번 반복하였다. 

다. 증폭산물 분석 

PCR을 통해 얻어진 증폭산물(PCR product) 3 μL에 GeneScanTM-500 

ROXTM size standard를 포함한 Hi-DiTM Formamide(Life 

TechnologiesTM) 10 μL를 넣어 총 13 μL의 혼합물로 만들었다. Applied 

Biosystems® 3730 Genetic Analyzers (Life TechnologiesTM)를 이용하여 

전기영동을 실시하고 혼합물 내 형광물질을 탐지하여 증폭산물을 분석하였

다.  

분석이 완료된 자료는 GeneMapper® 5 프로그램(Life TechnologiesTM)

을 통해 증폭산물의 크기를 기준으로 나타낸 피크(peak)를 확인하였다. 

(4) 자료의 분석 

가. Microsatellite 마커의 변별력 검증 

동일한 유전형을 갖는 두 개체가 같은 genet에서 유래한 ramet인지 통계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robability of genotype) 및   

(probability of sex)값을 계산하였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는 대립유전자 빈도수, 는 이형접합인 유전자위의 개수이다. N 개의 개

체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같은 유전형이 n 번 관찰될 때,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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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x)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이러한 확률계산은 연구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Hardy-Weinberg 

equilibrium)을 갖는다는 가정 아래 수행되었고, 클론구조 분석 프로그램 

MLGSIm 2.0(Stenberg et al., 2003)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몬테 카를로 방법(Monte Carlo method)을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조합의 마커 수에 따라 식별가능한 유전형의 분포를 나타내어 유전형을 식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커 수를 알고자 하였다. 분포도를 작성하는 데는 클

론구조 분석 프로그램 Genclone 2.0(Arnaud-Haond & Belkhir, 2006)을 

활용하였다. 

나. 눈측백 집단의 클론구조 분석

Ellstrand & Roose(1987)가 제안하고 Dorken & Eckert(2001)가 변형

한 식으로 클론다양성(richness, R )을 계산하였다. N 은 시료의 개수, G 는 

유전형의 개수를 나타낸다. 




 

심슨 다양성 지수(Simpson index)를 이용하여 클론균등성(evenness, V )

을 계산하였다(Simpson, 1949; Fager, 1972). 

maxmi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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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


, max 


×


)

클론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클론의 크기와 그에 따른 누적 빈도수를 

나타내고 각각 로그변환한 후 클론의 크기를 독립변수로, 역순으로 된 누적 

빈도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얻어진 값들

이 다음의 파레토 분포를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였다.   

≥ 


이상의 계산은 클론구조 분석 프로그램 Genclone 2.0(Arnaud-Haond 

& Belkhir, 2006)을 이용하였다. 

다. 눈측백 집단의 공간구조 분석 

개체 간의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함백산 

전체 집단 내 클론의 크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리적 거리는 i 번째 

개체와 j 번째 개체 간의 거리를 다음의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유전적 거리는 Smouse & Peakall(1999)이 microsatellites처럼 공우성

이고 다수의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유전자위 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제안

한 식을 이용하였다. 단일 유전자위에 대해 유전적 거리를 구하는 수식은 다

음과 같다. i, j, k 는 각 대립유전자를 나타내고 계산한 값은 유전적 거리(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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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곱한 값으로 나타낸다.  

 


  



  




 

위의 식을 복수의 유전자위 간에 유전적 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렬식으로 나타내었다.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 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낸다. c 는 개체 간 유전적 거리에 대한 

공분산 행렬(C )의 각 원소의 값이고, x 는 개체 간 떨어진 정도를 단계로 나

타내는 X 행렬 각 원소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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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은 유전통계량 분석 프로그램 GenAlEx 6.502(Peakall & 

Smouse, 2006, 201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거리등급은 균일하게 10 m 

간격으로 8개로 나눴고(even distance classes), 각 거리등급에서 999회의 

순열분석, 999회의 부트스트랩에 의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자기상관

성의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클론을 포함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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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클론의 상대적인 나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방형구 내 고사목의 원판에서 

WindendroTM(version 2009b, Regent Instruments Inc., Quebec, 

Canad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륜폭(mm)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고사목들

의 생장량을 평균내어 생장량과 연령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눈측백 집단의 유전변이 분석 

유전통계량 분석 프로그램 GenAlEx 6.502(Peakall & Smouse, 2006, 

2012)를 이용하여 집단의 유전변이를 분석하였다. 관찰된 대립유전자 수(A ), 

유효 대립유전자 수(AE ), 이형접합도 관찰치(HO ),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상태

일 때 기대할 수 있는 이형접합도(HE ), 고정지수(F  )를 구하였다. 집단의 유

전변이는 클론인 개체를 포함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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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과

1. 눈측백의 종자발아 

(1) 눈측백의 구과길이와 종자무게  

2015년도 채취된 구과의 평균 길이는 화악산, 설악산, 함백산 집단이 각

각 10.36 mm, 9.92 mm, 8.81 mm이었으며, 평균 종자무게(1000립 기

준)는 0.85 g, 0.81 g, 0.81 g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설악산, 함백산에서 

동일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 설악산과 함백산의 평균 구과길

이는 각각 9.60 mm, 9.14 mm이었고, 평균 종자무게는 0.89 g, 0.87 g으

로 나타났다(Table 4, Figure 7). 그리고 눈측백 종자의 순량율은 78.7%였

다. 

Population

Cone length (mm) 1000 Seed weight (g)

2015 2016 2015 2016

Mean SD CV Mean SD CV Mean SD CV Mean SD CV

Hwaaksana 10.36 0.74 0.07 - 0.85 0.14 0.16 -

Seoraksan 9.92 1.03 0.10 9.60 0.83 0.09 0.81 0.10 0.12 0.89 0.14 0.16

Hambaeksan 8.81 1.22 0.14 9.14 0.68 0.07 0.81 0.05 0.06 0.87 0.27 0.31

Mean 9.68 1.16 0.12 9.36 0.77 0.08 0.82 0.18 0.22 0.88 0.21 0.24

Table 4. Average for cone length and 1000 seed weight of three pop-

ulations of T. koraiensis at the studied years, 2015~2016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a None of cone was collected in Hwaaksan in 2016 year.

설악산과 함백산 집단의 구과길이와 종자무게를 채집 연도에 따라 비교했



34

을 때, 구과길이는 설악산의 경우 2015년에 비해 길어졌고, 함백산의 경우 

다소 줄어들었다. 종자의 무게는 두 집단 모두 2016년도에 증가하였는데 설

악산, 함백산의 증가량은 각각 9.9%, 7.4%로 눈측백의 2016년 종자무게는 

전년에 비해 평균 8.0% 증가하였다. 

눈측백의 구과길이와 종자무게는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구과길

이와 종자무게 간에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과길이와 종자무게 간 2015년과 2016년 측정값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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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cone length and 1000 seed weight of T. ko-

raiensis in Hwaaksan (HW), Seoraksan (SR), and Hambaeksan (HB) 

populations. Each measured value was measured repeatedly for the 

same ramet in (A), (B) 2015 year and (C), (D) 2016 year. In Hwaaksan, 

none was collected in 2016 year. The hinge of box presents lower qua-

rtile and upper quartile. The length of box presents interquartile range. 

The length of mustache presents the range from min value to max va-

lue within 1.5 multiple of each quartile. Where the color is changed in 

box is the location of median. The point which exists beyond mustache 

of box is the location of outlier.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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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측백 종자의 발아특성

총 45일 간 실시한 발아실험 과정에서 눈측백 종자는 치상한 지 7일 만에 

첫 발아가 시작되었고 12일이 지났을 때 전체 발아의 64%가 진행되어 최고

조에 이르렀다. 21일 동안 전체 발아의 98%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43

일 만에 발아하는 개체들도 관찰되어 개체 간 발아하는 데 걸리는 시간(발아

일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Figure 8).

Figure 8. The line indicates cumulative germination per-

centage of 3 populations of T. koraiensis during 45 days. 

The bars represent percentages of daily germination.  

발아실험을 통해 집단별 눈측백 종자의 발아특성을 조사한 결과, 화악산, 

설악산, 함백산 집단의 발아율은 각각 12.2%, 19.4%, 28.2%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개별 종자가 발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낸 평균발아일수는 

각각 15.2일, 13.0일, 11.2일이었고 하루 당 발아율을 계산한 발아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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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7.7%/일, 8.1%/일, 9.3%/일이었다. 함백산 집단 종자들의 발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설악산, 화악산 순으로 나타났다. 발아율이 높을수

록 빠르게 발아가 일어났으며, 발아속도도 크게 나타났는데, 함백산 집단의 

종자들은 평균 11.2일 만에 발아가 일어났으며, 발아율이 가장 낮은 화악산 

집단은 발아하기까지 평균 15.2일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다(Table 5, 

Figure 9).   

Population

Germination 

percentage (%) 

Mean germination 

time (days) 

Germination speed 

(%/days)

Mean SD CV Mean SD CV Mean SD CV

Hwaaksan 12.2 8.3 0.68 15.2 6.6 0.43 7.7 1.8 0.23

Seoraksan 19.4 22.8 1.17 13.0 1.3 0.10 8.1 0.7 0.08

Hambaeksan 28.2 11.7 0.41 11.2 0.9 0.08 9.3 0.6 0.06

Mean 20.6 18.1 0.87 12.9 3.1 0.24 8.4 1.1 0.13

Table 5. Seed germination behaviorsa of T. koraiensis popul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a Experimental result from cones collected in 2015 year. 

눈측백 집단 전체의 발아율은 20.6%, 평균발아일수는 12.9일, 발아속도는 

8.4%/일로 나타났다. 발아 이후 9주까지의 생존율은 54.9%였다. 발아율, 평

균발아일수, 발아속도 등 발아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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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ure 9.  (A) Germination percentage, (B) average days of germination, 

and (C) speed of germination in Hwaaksan (HW), Seoraksan (SR) and 

Hambaeksan (HB) populations. The hinge of box presents lower quartile 

and upper quartile. The length of box presents interquartile range. The 

length of mustache presents the range from min value to max value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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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 1.5 multiple of each quartile. Where the color is changed in box is 

the location of median. The point which exists beyond mustache of box 

is the location of outlier.   

(3) 종자와 발아특성의 상관관계 

눈측백의 구과길이, 종자무게와 발아율, 발아속도, 평균발아일수 사이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특성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눈

측백의 종자무게와 발아율 간에만 피어슨 상관계수 0.79(P < 0.01)의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Figure 10). 종자가 무거울수록 발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집단에서 79.7%의 높은 발아율을 보인 개체가 존재했는데 이 개체

의 1000립 무게는 1.43 g으로 설악산 집단 평균 0.81 g의 1.8배에 이르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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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lationship between germination percentage and 

1000 seed weight Germination characteristics of T. koraiensis 

populations. Strong correlation between germination percentage 

and 1000 seed weight is turned ou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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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측백 집단의 클론구조

(1) Microsatellite 마커 선발 

북미대륙의 근연종 T. occidentalis와 T. plicata를 대상으로 개발된 

microsatellite 마커를 가지고 눈측백 시료에 적용해본 결과, T. occi-

dentalis의 마커 16개 중 8개, T. plicata의 마커 12개 중 4개의 마커에서 

증폭산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각각 50%, 33.3%의 종간전환율

(transferability)을 보인 것이다. 눈측백의 평균 종간전환율 43%는 소나무속 

20%, 가문비나무속 10.2%, 참나무속 22~35.3%, 유칼리나무속 20% 등 다

른 종들의 종간전환율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Fisher et al., 

1998; van de Ven & McNicol, 1996; Isagi & Suhandono, 1997; 

Steinkellner et al., 1997; Brondani et al., 1998)(Table 6). 

Genus Transferability (%) Reference

Thuja 43 Study

Pinus 20 Fisher et al., 1998

Picea 10
van de Ven & McNicol, 

1996

Quercus 22~35
Isagi & Suhandono, 1997

Steinkellner et al., 1997

Eucalyptus 20 Brondani et al., 1998

Araucaria 32~77 Moreno et al., 2011

Table 6. Cross-species transferability of microsatellite markers for genus 

of trees

눈측백의 클론구조 분석을 위해 증폭산물의 존재가 확인된 마커 중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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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보인 10개의 마커를 선발하였고 그 정보는 Table 7과 같다. 

Locus1 Primer sequences (5'-3')
No. of 

alleles

Size 

range 

(bp)

Repeat 

motif

Ta
a

(℃)

GenBank

 accession 

no.

TO328
F: CCCGCAACACCTACTTGTCT

 3 218-226 (TACA)N 57 JX475985
R: TGCTCCATGTTTGAAGTTGC

TO512
F: TGCATAACAACTCTTCTTAAATCAGC

 2 207-213 (CT)N 61 JX475993
R: AGGTCCTATCTAGGTCTTAGACAACTT

TO587
F: GTGCCAAACTTTTCAAGGTAAGA

 6 193-209 (CT)N 61 JX475992
R: GCAAGAGCACAAATGATCACA

TO605
F: GAATAACTTCTTCTGGGAAAGATACA

 2 202-206 (AC)N 61 JX475984
R: GAGGTGGAAAGAAGTGGATAAAA

TO659
F: TGATGCACCAATTTTCTTTGG

 2 205-207 (CT)N 57 JX475989
R: TGATGCACTTTAAGGTGTAGGG

TO737
F: GAGCAAGAAGGAGAGTGGGA

 6 133-155 (AGAT)N 61 JX475991
R: CCTAGGTTGCCTTGTTGTCC

TO791
F: AAGAGATTTATTTGCCCTCCG

11 152-188 (CA)N 57 JX475983
R: ATGGTTGATGGACTCCTTGG

TP3
F: ATCAGTCTCAAGATCCACTAA

12 226-274 (TG)N 51 AF245207
R: ATAAAAATAACTTGGAAATGC

TP4
F: CCCATCTTGCCACTTATTGTA

 8 283-305 (TG)N 51 AF245208
R: GGAAGCCATCAGATCCTGGAG

TP11
F: CCTGATCCGCTTTGATGGGT

11 227-267 (CT)N(CA)N 65 AF245215
R: GATAAGAGGCATCACTCGAG

Table 7. Characteristics of 10 microsatellite markers validated for T. 

koraiensis

F, forward primer; R, reverse primer; TO, markers developed in T. 
occidentalis, TP markers developed in T. plicata
a Ta, annealing temperature 

마커의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PGEN 및 PSEX 값은 Table 8과 같

다. 임의교배에 의해 동일한 유전형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0이거나 0(P < 

0.001)에 가깝게 나왔는데, 실제 같은 유전형의 개체들은 방형구 내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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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으로 연속된 분포를 보이고, 개체들 간에도 물리적 연결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동일한 유전형이 확인된 개체들(ramet)은 같은 클론이라고 판

단하였다.    

Genotype PGEN PSEX

A 2.42E-12 0.00

B 2.06E-15 7.99E-15

C 5.62E-07 0.00

D 3.59E-05 0.00

Table 8. Value of PGEN and PSEX of each genotype of T. koraiensis (P < 

0.001) 

PGEN , probability of genotype; PSEX , probability of sex

또한 10개의 마커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조합에 대해 구분 가능한 유전형

을 구해본 결과, 최소 5개 마커의 조합으로 모든 유전형의 구분이 가능했다

(Figure 11). 따라서 10개 마커를 이용하면 충분한 개체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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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nalysis of all possible combinations of n markers, giving the 

distinct number of multilocus genotype (MLG) for each n. Box plot 

showing the genotypic resolution of ten microsatellite markers for T. 

koraiensis. The dashed line in the center of each box shows mean num-

ber of multilocus genotypes identified using given marker number. The 

edges of each box show minimum and maximum number of multilocus 

genotype that could be identified using a given marker number. 

(2) 눈측백 집단의 클론구조  

가. 눈측백 클론의 형태 

Microsatellite 분석 결과 15 m×15 m 방형구 내에서 채취된 152개체는 

총 4개의 유전형(genotype)으로 구분되었다. 같은 유전형의 ramet을 같은 

색깔로 표현한 분포도는 Figure 12와 같다. 

A~D 유전형의 클론은 같은 ramet끼리 모여 있는 밀집된 형태로 존재했

다. 또한 줄기의 방향(화살표 방향)이 경사를 따라 아래쪽으로 뻗어나감이 관

찰되었다. Y는 모수를 나타낸다. 

방형구 밖에 존재하는 눈측백 집단에서 가장자리 개체를 추가 조사하여 클

론들의 면적을 추산한 결과, A의 면적은 50 m2, C는 75 m2, D는 225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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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Figure 13). B는 방형구에 클론의 일부만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없었다. 

D

A

B

C

m

m

Figure 12. Four clumped clones of T. koraiensis at the study site in 

Hambaeksan. Colored circles represent ramets in each genet and the 

size of circle is proportional to root collar diameter of each ramet. 

Headed arrow indicates stretching direction of ramet stems but ramet 

whose direction is not known is marked as ‘?’ on the map. Y shows 

the location of a mother tree. Shaded box (■) represents the cutov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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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part of clone B only existed in the 

sample site so that the total size of that could not be 

known. The area of A is 50 m2, that of C is 75 m2, 

and that of D is 225 m2.

고사목 7개체의 생장량과 연륜 간에 회귀식을 구하고, 이 회귀식에 클론 

내 가장 두꺼운 근원직경을 대입하여 클론의 상대적인 연령을 추정하였다

(Figure 14). 그 결과 방형구 내 클론 A, B, C, D의 상대적인 연령은 87, 

57, 84, 112년으로 클론 D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C

와 A가 비슷한 연령대를 보였다(Table 9). 가장 면적이 큰 클론 D가 가장 

오래된 클론으로 나타났다. C는 A보다 면적이 컸지만 상대적인 연령이 3년 

정도 낮게 나왔다. 클론 B는 방형구 내에서 가장 두꺼운 근원직경으로 연령

을 추정했을 때 57년이었지만, 방형구가 클론 B의 면적을 다 포괄하지 못하

므로 B의 연령을 추정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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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umulative diameter growth of 7 dead trees of T. koraiensis. 

The black solid line indicates a mean cumulative diameter growth. The 

dashed straight line indicates a regression line. (P < 0.001)

  a Clone B has the area larger than that of study plot so that the total area 

and relative age could not be estimated. 

방형구 내에서 눈측백 개체들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 225 m2 방형구 내에

서 총 13 m2를 전수조사한 결과 56개체의 ramet이 확인되었고, 방형구 전

Genotype Area (m2) Age (year) No. of ramet (ea.)

A 50 87 220

 Ba - 57+ -

C 75 84 320

D 225 112 970

Table 9. Characteristics of 4 genotypes in a population of T. kora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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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눈측백의 피도는 4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25 m2 방형구 내 약 

456개체의 ramet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모수에 대한 전수조

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구과가 달려 있거나, 암구과 혹은 수구과가 달린 

모수는 총 29개체였다(2015년 5월 조사시점 기준). 모수들의 평균 근원직경

은 40.2 mm로 나머지 개체들의 평균 16.9 mm 보다 두 배 이상 컸다.

방형구내 클론별 ramet의 근원직경 분포는 역 J자 형을 이루었다(Figure 

15). 

mm

Figure 15. Root collar diameter distributions of ramets in each geno-

type of T. koraiensis.

 

나. 함백산 집단의 클론구조 

함백산 3 ha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29개체를 대상으로 microsatellite 마

커 분석으로 유전형을 식별한 결과, 5개체, 2개체가 각각 서로 같은 유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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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ramet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2개체는 모두 다른 유전형을 보였

다(Figure 16). 클론다양성(richness, R )은 0.82, 균등도(evenness, V )는 

0.97로 계산되었다(Table 10). 

Figure 16. Clonal distribution of T. koraiensis in Hambaeksan. ■, 5 size 

of genet; ■, 2 size of genet; □, each square represents a different gen-

otype;  , study site. 

Genet에 속한 시료(sample)의 수에 따라 genet의 크기 등급을 나누고, 

각 genet의 빈도를 퍼센트로 나타났을 때, 시료 1개로 이루어진 genet은 

No. of samples (N ) No. of genets (G ) Richness (R ) Evenness (V ) Pareto (β)

29 24 0.82 0.97 1.91

Table 10. The indices of clonal diversity of T. koraiensis in 

Hambae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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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빈도의 92%를 차지했고, 시료 2개, 5개가 속한 genet은 각각 4%의 

빈도를 보였다(Figure 17). 로그변환한 클론들의 누적빈도 분포는 파레토 분

포를 보였고 파레토(β) 상수는 1.91로 계산되었다(P < 0.05)(Figure 18). 

Figure 17. Distribution of ramets among genet in T. koraiensis from 

Hambaeksan showing the steep decline in number of genet with increas-

ing clonal membership typical of power law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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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Distribution of ramets among genet (Figure 16.) transformed 

into a log-log reverse cumulative distribution conforms the Pareto 

distribution. β, Pareto coefficient (regression slope×–1);  r2, correlation 

coefficient. (P < 0.05)  

(3) 눈측백 집단의 공간구조  

Peakall & Smouse(1999)의 유전적 거리를 이용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을 실시한 결과, ramet을 포함했을 때 조사지역 내의 눈측백 집단은 30 m 

이내에서 분포하는 개체들 간에 유전적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Figure 

19A). Ramet을 제외하고 genet 수준에서 공간구조를 분석했을 때는 genet

들이 전 범위에서 임의분포를 보였다(Figure 19B). 두 결과가 30 m를 기준

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거리 내에서 형성된 클론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함백산 집단의 눈측백은 30 m 거리 내에서 클론을 형성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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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9. Spatial correlogram for T. koraiensis using genetic distance 

within discrete distance classes. Two distinct analyses were used: (A) a 

ramet level analysis which includes 29 ramets sampled and (B) an genet 

level analysis, where only pairs between different genets.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and dashed lines are the upper 

(U) and the lower (L) confidence limit of 95%. Error bars are 95% boot-

strap errors of the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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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측백 집단의 유전변이 

선발된 10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눈측백 함백산 집단의 유전변이를 

분석하여 ramet을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를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Table 11). Ramet을 포함했을 때, 대립유전자 수(A ) 평균은 6.3개, 유효대

립유전자 수(AE ) 평균은 3.5개, 이형접합도 관찰치(HO )는 0.603, 이형접합

도 기대치(HE )는 0.615로 나타났다. 고정지수(F )는 0.000이었다. Ramet을 

제외하고 genet 단위로 측정했을 때는 AE 는 3.8개, HO 는 0.629, HE 는 

0.642, F 는 0.013이었다. F 값이 양수인 것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

를 가정해서 추정된 집단보다 이형접합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P < 

0.001). 해당 집단에서 ramet이 중복으로 포함되었을 때 유효대립유전자 수

는 7% 감소하고, 평균이형접합도 관찰치와 기대치도 각각 4%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20). 

같은 마커를 가지고 분석한 근연종들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 occidentalis 만의 마커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눈측백 집단의 A 는 4.6

개, HO 는 0.554, HE 는 0.562로 나타났는데, T. occidentalis 의 A 는 5.6

개, HO 는 0.624, HE 는 0.605였다(Table 12A). T. plicata 마커를 통해 비

교하면, 눈측백 집단의 A 는 10.3개, HO 는 0.810, HE 는 0.828, T. plicata 

집단의 A 는 9.0개, HO 는 0.724, HE 는 0.756으로 나타났다(Table 12B). 

함백산 눈측백 집단의 유전다양성은 북미대륙의 T. occidentalis 집단에 비

해 낮은 편이었고, T. plicata  집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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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us A
 AE HO HE F

ramet genet ramet genet ramet genet ramet genet

TO328 3 1.732 1.917 0.448 0.542 0.423 0.478 -0.060 -0.132

TO512 2 1.622 1.753 0.448 0.542 0.383 0.430 -0.169 -0.261

TO587 6 3.174 3.556 0.414 0.500 0.685 0.719 0.396 0.304

TO605 2 1.859 1.800 0.517 0.500 0.462 0.444 -0.120 -0.125

TO659 2 1.488 1.600 0.345 0.417 0.328 0.375 -0.051 -0.111

TO737 6 2.920 3.148 0.690 0.625 0.658 0.682 -0.049 0.084

TO791 11 5.408 5.075 0.793 0.750 0.815 0.803 0.027 0.066

TP3 12 7.577 8.229 0.828 0.792 0.868 0.878 0.047 0.099

TP4 8 3.324 4.114 0.690 0.792 0.699 0.757 0.014 -0.046

TP11 11 5.965 6.621 0.862 0.833 0.832 0.849 -0.036 0.018

Mean 6.3 3.507 3.781 0.603 0.629 0.615 0.642 0.000 0.013

SE 1.274 0.668 0.718 0.060 0.047 0.063 0.060 0.049 0.050

Table 11. Genetic diversity indices of T. koraiensis at ramet and genet 

levels in Hambaeksan population

A , no. of alleles; AE , no. of effective alleles; HO , observed heterozygosity; HE , 

expected heterozygosity; F , fix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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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omparison of genetic diversity indices of T.  koraiensis at 

ramet and genet levels in Hambaeksan population. AE , no. of effective 

alleles; HO, observed heterozygosity; HE , expected heterozygosity F , fix-

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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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us
A HO HE F

TK TO TK TO TK TO TK TO

TO328 3 3.5 0.542 0.617 0.478 0.538 -0.132 -0.164 

TO512 2 6 0.542 0.550 0.430 0.439 -0.261 -0.229 

TO587 6 6 0.500 0.934 0.719 0.711 0.304 -0.313 

TO605 2 2.5 0.500 0.284 0.444 0.507 -0.125 0.404 

TO659 2 5 0.417 0.450 0.375 0.595 -0.111 0.245 

TO737 6 4.5 0.625 0.800 0.682 0.629 0.084 -0.273 

TO791 11 11.5 0.750 0.734 0.803 0.817 0.066 0.103 

Mean 4.6 5.6 0.554 0.624 0.562 0.605 -0.025 -0.032 

SE 1.3 1.1 0.040 0.083 0.064 0.048 0.071 0.107 

Table 12. Genetic diversity indices estimated between (A) T. koraiensis 

and T. occidentalis, (B) T. koraiensis and T. plicata over microsatellite 

loci

(A)

Locus
A HO HE F

TK TP TP TP TP TP TK TP

TP3 12 12 0.792 0.834 0.878 0.791 0.1 -0.050 

TP4 8 10 0.792 0.687 0.757 0.803 -0.05 0.140 

TP11 11 5 0.833 0.653 0.849 0.674 0.02 0.034 

Mean 10.3 9 0.81 0.724 0.83 0.756 0.02 0.041 

SE 1.2 2.1 0.014 0.055 0.036 0.041 0.042 0.055

(B)

A , no. of alleles; AE , no. of effective alleles; HO , observed heterozygosity; HE , 

expected heterozygosity; F, fixation index; TK, T. koraiensis; TO, T. 

occidentalis; TP, T. pl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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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   찰

1. 눈측백의 종자번식 

화악산, 설악산, 함백산 세 눈측백 집단의 발아율은 12.2%, 19.4%, 

28.2%로 평균 발아율은 20.6%였다. 눈측백의 발아율에 대한 기존 보고 사

이에는 편차가 큰데, 북한의 식물도감에 20%라는 기록이 있었고, 중국 논문

에서 71.1%의 발아율이 보고되었다(Im, 1996; Jiang et al., 2015). 중국의 

발아실험은 산지시험을 위해 선발된 개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좋은 모수들로 인해 높은 발아율을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세 집단 내에서 모수 별 발아율은 2.1%에서 79.7%의 범위를 보였다. 눈

측백 집단 간 발아율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집단 내 개체의 특성과 환

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아고산 가문비나무의 

경우에도 집단에 따라 17.7~40.7%의 발아율을 보이며 자연집단 간 발아율

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Song et al., 2011). 

눈측백의 평균발아일수 12.3일, 발아율 20.6%는 같은 아고산 수종인 가문

비나무의 평균발아일수 8.3일과 35%의 발아율(Song et al., 2011), 눈잣나

무(4℃에서 30 일간 예냉처리한 후)의 평균발아일수 6일과 48%의 발아율

(Lim et al., 2015)과 비교했을 때, 눈측백의 발아율이 낮고 발아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측백속 수종의 종자는 자연상태에서 특별한 피해를 받지 않고 순량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Gashwiler 1971; Bartlett et al. 1991), 한반도의 

아고산 수종 가운데 심각한 충해가 보고되는 가문비나무(Han, 2008), 동물

의 섭식피해를 입는 눈잣나무(Song at al., 2008)와 달리 눈측백의 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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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병충해나 동물의 피해는 관찰되지 않았고 구과 내 종자의 순량율은 

78.7%로 집단에 공급되는 충실종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또한 종자의 무게가 높을수록 발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

목종자의 경우 종자의 중량이 무겁고 형태가 클수록 발아특성이 양호하며 초

기생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이다(Navarro 

& Guitian, 2003; Choi et al, 2007). 본 실험에서 구과의 크기와 종자 

무게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연종인 T. occidentalis 의 

경우에도 구과와 종자의 형태적 특성에 대해 집단 간의 차이보다 집단 내 

개체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Briand, et al., 

1992). T. occidentalis 의 경우처럼 눈측백 또한 개체가 자라는 환경과 모

수의 유전적인 특성이 구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2015, 2016년 개체 별로 반복 측정된 값들 간에는 순

위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함백산의 눈측백 집단에는 3 ha의 면적에 약 4천 개체의 모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자 생산은 해거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Uyeki, 1926; Im, 1996). 

근원직경을 통해 추산한 방형구 내 모수들의 평균 근원직경은 40.2 mm

였고, 고사목의 생장량-연륜으로 구한 회귀식에 의하면 평균 70년 이상의 

연령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눈측백이 직경 150 mm로 자라는 데 

200년이 걸린다는 기록(Im, 1996)과 중왕산 지역 눈측백이 직경 100 mm

까지 자라는 데 66년~128년이 걸렸다는 연구결과(Jung, 2013)와 비교해 봤

을 때 비슷한 추정치이다. 모수들의 연령대는 39년~112년으로 나타났는데 

눈측백이 구과를 맺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기존의 언급대로 모수가 

구과를 맺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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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eki, 1926).  

실제 자연집단에서 눈측백의 종자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함백산에서 모수의 개체수를 근거로 대략적인 종

자공급량을 추산하면 해거리의 영향을 제외했을 때 충실종자의 공급량은 1 

ha 당 연간 10만 개 이상일 것이다. 그러나 약 30%에 이르는 발아율을 고

려해도 현지에서 종자에서 발아한 실생묘를 관찰하기는 어려웠다. 자연집단

에서 눈측백 실생묘(seedling)는 설악산에서만 2개체가 확인되었다. 

눈측백속 근연종들도 집단 내 종자발아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Feller & 

Klinka(1988)은 T. plicata의 오래된 임상에서 종자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는데 활력 있는 종자의 공급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였

다. T. occidentalis의 경우, 모수 근처에도 실생묘를 관찰하기 어려우며, 

같은 서식지의 abies나 picea 수종의 종자는 섭식 피해를 입는 데도 이들 

수종보다 T. occidentalis의 집단 내 종자에 의한 발아율이 낮다는 연구결

과가 있었다(Simard et al., 2003). 눈측백속 수종들의 실생묘에 대한 섭식

피해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Gashwiler, 1971; Bartlett et al., 1991).  

눈측백속 수종들의 집단 내 종자번식율이 낮은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종자번식과 클론번식을 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자번식이 적

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Pregitzer, 1990; Weber et 

al., 2003). 또한 환경적인 영향으로는, 현지 실험에서 종자발아가 고사목이

나, 낙엽이 없이 노출된 토양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서식지에서 이러한 조건

을 만족하여 종자발아가 가능한 공간이 부재한 것이 지적되었고(Cornett et 

al., 2000), 초기 생장이 느린 실생묘가 모수나 다른 낙엽수의 낙엽에 피해

를 입어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언급(Clark & Clark, 1989, Simard et al., 

2003)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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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지대 식물의 경우, 종자발아율과 실생묘의 초기 생존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된다(Bliss, 1971; Urbanska & Schütz, 1986; Forbis, 

2003). 한반도의 눈측백 집단들은 대부분 1000 m 이상의 아고산지대에 분

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큰 일교차와 연중 낮은 기온, 강풍으로 인한 물리

적 피해와 건조 스트레스, 얕은 토양층 등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린 개체

의 생존이 어려운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아고산 지역에 교목의 비율이 적어 

실생묘의 발생 토대가 되는 고사목의 존재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지적되었다(Anderson & Winterton, 1996). 

이러한 생태적 환경이 종자번식보다 클론번식을 우세하게 만들기도 하지

만, 클론번식이 물리적으로 종자번식을 제한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Weppler et al., 2006). 식물이 클론번식을 통해 뻗어나가면서 모수 주변

의 개체 간 밀도가 높아져 발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극단적으로 제한

되기 때문이다. 눈측백의 서식지에서도 개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줄기가 

얽혀 주변 토양과 전석지를 완전히 덮고 있는 모습이 흔히 관찰되었다. 설악

산에서 발견된 눈측백 실생묘들도 개체들 사이가 아닌, 군락에서 1 m 정도 

떨어진 바위틈의 400 cm2 면적의 토양에서 발견되었다(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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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1. (A) Seedling 6 months after germination in the laboratory  

and (B) seedling found in Seoraksan. It has needle-like leaves on the 

stem unlike scale-like leaves of mature tree. 

 

눈측백처럼 씨앗이 작고 양이 많은 것도 고산지대 선구수종의 특징으로 알

려져 있다(Stöcklin & Bäumler, 1996). 종자가 발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대(safe site)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를 많이 흩뿌려 이러한 지대에 

안착할 확률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또한 눈측백속의 종자는 추위에 견디는 

능력이 구과식물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Hawkins et al., 

2003). 그린란드 등에서 현재 눈측백속 식물과 형태적으로 가까운 화석들이 

출토되었고, 그린란드부터 북미대륙, 아시아의 고위도 지역에서 빙하기에 눈

측백속 수종이 생존했을 확률이 높은 증거가 화석을 통해 발견되기도 하였다

(Lepage, 2003). 한반도의 눈측백은 현재 한반도의 온도가 지금보다 더 낮

았을 시기에 종자번식으로 자리를 잡고 이후에는 주로 클론번식을 통해 집단

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종자번식은 클론번식에 비해 비교적 먼 거리까지 

빠른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는 데는 클론번식보다 

유리하다고 보고된다(Wepple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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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적은 면적으로 존재하는 열린 공간에서 실생묘가 관찰된 점, 눈측백 

집단의 유전변이량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근연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

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내에 종자번식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긴 시간을 사는 식물의 경우, 종자번식이 낮더라도 꾸준히

만 일어난다면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Jelinski & 

Cheliak, 1992; Watkinson & Powell, 1993). 

눈측백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조건과 그에 따른 클론번식은 종자번식을 제

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집단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종자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러한 눈

측백의 종자번식은 유전변이의 공급, 새로운 서식지로의 확산 등에 기여하며 

집단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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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측백의 클론번식 

눈측백 집단에서는 개체가 누워 자라거나, 아래쪽 가지가 휘었을 때 토양

에 닿은 가지에서 새로운 뿌리가 내려 클론으로 번식하는 무성생식 양상이 

흔히 관찰된다. 분석 결과 함백산 눈측백 집단 내에는 50 m2, 75 m2, 225 

m2 등 다양한 크기의 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클론구조를 보이는 다른 목본을 보면, 북미사시나무(Populus tremuloides 

Michx.)는 묘목 시기에 근맹아(root sucker)를 통해 번식하는데 이러한 번

식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거대한 클론을 이룬다. 미국에서 43 ha에 47000

개체로 이루어진 100년 이상 되었다고 추정되는 클론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Kemperman & Barnes, 1976; DeWoody et al., 2008). 마리아나 가문

비나무(Picea mariana (Mill.) Britton, Sterns & Poggenburg)는 눈측백

처럼 가지가 뻗어나가다 뿌리를 내리는 방식(layering)으로 번식하는데 14 

m의 길이로 뻗어나간 줄기가 관찰되기도 한다(Légère & Payette, 1981). 

초본에 비해 목본의 클론구조에 대해 연구된 바는 적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클론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눈측백의 클론은 모수를 중심으로 밀집(clump)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줄기로 번식하는 클론구조 식물들은 줄기가 뻗어나가는 거리가 제한되기 때

문에 대부분 이러한 분포를 보인다(Barrett, 2015). 또한 클론구조 식물들은 

ramet 간에 물리적인 연결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자라면 

물리적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Cook, 1983), 눈측백은 대부분 물리적인 연결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이러한 것은 ramet이 서로 차이가 나는 환경에 존재할 때 서로 자원을 

공유하여 전체 집단의 생존에 유리할 수 있다(Callaghanet al., 1992). 

함백산 집단 전체로 보면, 20 m 이상의 간격으로 채취된 29개의 개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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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2와 5의 크기(시료의 수)를 갖는 클론이 각각 하나씩 존재했고 나머

지 22개체는 각각 다른 유전형을 가지는 클론으로 나타났다. 클론다양성(R )

은 0.82, 클론균등성(V )은 0.97로 나타났다. 채취된 개체가 모두 다른 유전

형을 갖는다면, R 과 V 의 값은 최대치가 되어 각각 1을 나타내게 된다. 함

백산 지역의 클론분포는 총 29개체 중에서 24개체의 유전형이 나타나 다양

성이 높은 편이었고, 크기가 2, 5인 클론이 각각 1개씩 나타난 반면, 크기가 

1인 클론이 22개 분포하여 균등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크기별 빈도수 분포는 파레토 분포(P < 0.05)를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ure 18). 크기가 큰 소수의 클론과 크기가 작은 다수의 클론으

로 이루어지는 분포 양상은 목본, 초본식물을 비롯한 클론번식을 하는 다른 

생물 집단에서도 관찰된다(Parks & Werth 1993; Rogers, 2000; Chung 

et al. 2004; Nagamitsu et al. 2004; Pettay et al., 2011). 파레토 분포

에서 같은 R 을 가질 때 V  가 커질수록 β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R 이 작을

수록 클론의 최대크기는 커지고, R 이 커질수록 클론의 최대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채취한 시료에서 중복된 유전형이 다수 나타나는 경우(R 이 

작을 때)와 그 반대되는 경우(R 이 클 때)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지중해 

수생식물인 Poidonia oceanica (L.) Delile의 4개 집단에서 35~40개체를 

채취하여 클론구조를 분석한 후, 분포 양상을 파레토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Arnaud-Haond et al., 2007)(Figu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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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C)

Figure 22. Pareto plot of clonal membership distribution in 4 populations 

of the seagrass Posidonia oceanica. (A) Es Castel, (B) Carboneras, (C)  

Campomanes and (D) Playa Cavallets. β, Pareto coefficient; r2, correla-

tion coefficient; R , clonal richness; V , clonal evenness; *, P < 0.05; **, P 

< 0.01

 

(A), (B)는 집단 내에 각각 30, 15의 크기를 갖는 클론이 분포하여 R 이 

0.10, 0.30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의 R 을 가진 (C), (D)의 경우, 

V 가 0.47에서 0.77로 증가함에 따라 β가 0.71에서 1.23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같은 V 를 가지는 (B), (D)는 R이 0.3과 0.73으로 차이가 났는데 클

론의 최대크기가 각각 15, 5로 나타났다. 함백산 눈측백 집단의 β는 1.91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균등성(V )을 반영한 결과이고, 최대 클론크기는 5로 

나타나 클론다양성(R )이 높을수록 최대 클론크기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클론의 크기는 개체의 적응력에도 영향을 받지만, 불균등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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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좌우되기도 한다(Cook, 1983). 동일한 수종의 집단이라도 클론의 크

기와 분포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Xie, 2001). 초기에 자원이 풍

부한 구역을 먼저 선점한 개체들이 빠른 성장을 통해 클론번식을 더 활발히 

하고 그에 따라 더 넓은 면적을 점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눈측백 

집단에 대한 클론조사는 함백산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다른 집단들에서

는 클론의 크기와 분포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클론번식은 극단적인 환경에서 식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Weppler et al., 2006). 척박한 땅에서 밀집된 형태의 클론식

물이 우세하다고 보고되거나(Jónsdóttir & Watson, 1997), 고도가 높아짐

에 따라 클론번식 식물의 우세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Hartmann, 1957; Stocklin, 1992; Klimes et al., 1997). Ramet 간에 

부족한 자원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시켜 일부 ramet이 죽어도 다른 ra-

met이 생존하는 식으로 genet의 생존율을 높여주기 때문이다(Pan & 

Price, 2002; Liu & Dong, 2016). 

또한 종자번식은 일정 이상 자란 성숙개체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데(Weiner, 1988 as cited in Schmid et al., 1995), 클론번식은 미성숙

개체에서도 가능하다(Weppler et al., 2006). Schmid et al.(1995)이 초본 

Symphyotrichum lanceolatum (Willd.) G. L. Nesom과 Solidago can-

adensis L.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체가 종자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해야 하는 성장 하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클론번

식을 하는 개체들에서는 번식을 제한하는 하한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오히려 눈측백 집단에서는 어린 개체에서 클론번식

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었다(Jung, 2013). 눈측백처럼 자라는 속

도가 느려 종자번식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종에게는 집단을 유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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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번식이 좀 더 유리하게 보인다.   

눈측백의 느린 성장, 클론번식, 제한된 종자번식 등은 고산지대 식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이다(Weppler et al., 2006). 눈측백이 누워 자라고 

주로 클론을 통해 번식하는 것은 아고산지대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여겨

진다. 종자번식이 제한되는 고산지대의 환경조건에서 눈측백의 클론번식은 

집단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클론 별 ramet의 근원직경 분포는 역 J자 형을 이루었다. 근원직경 20 

mm 미만의 어린 개체들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성생식

을 통한 활발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Jung(2013)이 중

왕산 눈측백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체군 동태 분석 결과, 집단 내 무성

생식의 비율이 50%일 때는 개체군 증가율(λ)이 1.0017이고, 75%일 때는 

개체군 증가율(λ)이 1.0091로 나타나 무성생식의 비율이 50%가 넘으면 

200년 뒤 집단의 규모가 유지되거나 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함

백산 집단의 눈측백에 대한 생존율이나 생장율, 생식율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어 이 모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두 집단이 비슷한 생활사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해본다면 함백산 지역처럼 100%에 가까운 비

율로 클론번식을 한다면 급격한 환경변화 등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눈

측백 집단은 최소한 현재 상태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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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눈측백 집단의 유전다양성 

함백산 지역 눈측백 집단의 유전다양성은 ramet 단위로 측정했을 때, 대

립유전자 수(A ) 평균은 6.3개, 유효대립유전자 수(AE ) 평균은 3.5개, 이형접

합도 관찰치(HO )는 0.603, 이형접합도 기대치(HE )는 0.615로 나타났다. 중

복된 ramet을 제외하고 genet 단위로 측정했을 때 AE 는 3.8개, HO 는 

0.629, HE 는 0.642로 나타났다. Ramet 단위로 유전다양성을 측정했을 때 

genet 단위로만 측정했을 때보다 유효대립유전자 수는 7% 감소하고, 평균이

형접합도 관찰치와 기대치도 각각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클론구조가 

집단의 유전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ISSR 마커로 분석한 논문에서 한반도 4개 집단의 HE 는 0.202였

고, AE 는 1.35개였다(Yang et al., 2009). 기존 마커들에 비해 한 유전자위

당 다수의 대립유전자를 갖는 microsatellite 마커는 이형접합도가 훨씬 크

게 나타나게 되는데 동일 생물 집단에 대해 마커 별 이형접합도를 비교한 

논문에 따르면 RAPD, ISSR, AFLP 마커들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microsatellite의 이형접합도는 이들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Nybom, 2004). 눈측백 집단의 경우 microsatellite로 분석했을 때, ISSR 

분석 결과보다 HE 는 3.2배, AE 는 2.8배 더 크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

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microsatellite 마커 안에서도 모티브의 반복수에 따라 대립유전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고, 다형성이 높은 구간을 탐지하는 마커는 그렇지 않은 

마커에 비해 이형접합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Nybom, 2004; Kantarzi, 

2013). 따라서 microsatellite 마커를 쓴 연구 간의 비교라 할지라도 샘플과 

마커의 수, 유전자위당 대립유전자 수의 차이를 이해하고 비교해야 비교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같은 마커를 사용한 근연종들과 비교하면 한반도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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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백은 북미 대륙에 넓게 분포하는 같은 속의 근연종들에 비해 무성생식의 

비율이 높고, 분포면적이 훨씬 제한적인데, 이들 사이에서 중간 수준의 유전

다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백산 눈측백 집단의 유전다양성은 국내에서 microsatellite 마커로 

분석한 24개 소나무 집단의 A, 9.7개, HO, 0.515, HE , 0.674, 5개 집단 

사시나무의 A, 3.0개, HO, 0.417, HE,  0.603과 비교했을 때 눈측백의 A , 

HE 는 중간이었지만, HO 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Lee, 2009; Ahn, 

2015).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다른 구과식물에 대해 microsatellite 마커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Picea glauca 의 A 는 16.4개, HO 는 0.649, HE 는 

0.851, Picea rubens 의 A 는 7.0개, HO 는 0.397, HE 는 0.528, Picea 

strobus 의 A 는 9.4개, HO 는 0.521, HE 는 0.607로 나타나 눈측백의 A 는 

이중 가장 적은 편이었지만, HO , HE 는 두 번째로 높은 순서를 보였다

(Rajora et al., 2000; Rajora et al., 2005; Pandey & Rajora, 

2012)(Table 13). 

Species Population A HO HE Reference

Thuja koraiensis 1 6.3 0.629 0.642 study

Picea glauca 16 16.4 0.649 0.851 Rajora et al., 2005

Picea rubens 13 7.0 0.397 0.528 Pandey & Rajora, 2012

Pinus strobus 2 9.4 0.521 0.607 Rajora et al., 2000

Pinus densiflora 24 9.7 0.515 0.674 Ahn, 2015

Table 13. Genetic diversity indices of other conifer species in Asia

A , no. of alleles; HO , observed heterozygosity; HE , expected heterozygosity

유전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개체수에 가장 민감한 것이 A 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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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1개 집단에서 29개체를 분석한 눈측백 집단의 A 가 다수의 집단을 대

상으로 한 다른 수종들의 연구 결과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눈측백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다른 구과식물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지 

않다고 여겨졌으며 이는 눈측백 4개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ISSR 마커로 분석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Yang et al., 2009). 

적은 수의, 크기가 큰 클론이 포함된 집단이라 하더라도 전체 집단의 유전

다양성을 놓고 봤을 때, 클론이 아닌 식물 집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

은 다수 보고되고 있다(Ellstrand & Roose, 1987; Widén et al., 1994). 

Fischer & Van Kleunen(2002)은 이러한 결과에 면적 당 유전다양성의 크

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클론구조 식물은 클론의 크기에 따라 

일정 면적 당 유전다양성은 낮을 수 있으나 전체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판단

할 때는 다른 식물 집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클론

구조 식물의 유전다양성은 클론형성능(clonality)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

라, 교배기작, 유전자 흐름, 집단의 크기, 환경적 이질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Hartle & Clark, 2007). 그리고 어느 식물 집단이나 100% 클론번식만 하

는 집단은 없기 때문에 종자번식을 통한 유전형의 재조합은 끊임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Weppler et al., 2006). 

일부에서 클론 집단에 유전변이를 공급하는 원인으로 돌연변이를 주장하기

도 하였는데, 돌연변이에 대한 자연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클론번식 식물

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유전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성생식으로 생산된 세포보다 무성생식으로 

생산된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도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Otto & Orive, 1995) 식물의 경우 나이 많은 개체일수록 분열조직(me-

ristem)이 돌연변이를 축적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경우 유성생식이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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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Klekowski, 1997). 체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성된

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작을 통해 도태되어 후대에 유전되는 일은 거의 일

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Fischer & Van Kleunen, 2002). 

앞서 고찰했듯이 눈측백 집단의 유전변이 수준이 유지되는 데는 종자번식

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드물더라도 종자번식이 이루어진다면, 

긴 시간을 살아가는 식물 집단의 경우 충분한 유전다양성을 공급받을 수 있

다. 

또한 눈측백속 근연종들의 타가교배 비율은 70~75%로 알려져 있는데

(O’Connell et al., 2001), 타가교배를 주로 하는 수종은 유전적으로 다양

하고 집단 간 유전적 분화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Hamrick & Godt, 1996; 

Rodgers, 2000). 눈측백 또한 타가교배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에 종자번식으로 정착한 개체들 간에 화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

전변이 수준이 유지되었을 것이다(De Woody et al., 2009). 이러한 것은 

genet 수준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에서 개체 간의 유전적 거리와 지리적 

거리가 상관관계 없이 임의분포 양상을 보인 데서도 확인된다(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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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측백 집단의 보전방안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 한정된 분포를 보이는 눈측백은 한반도 내에서도 주

로 1000 m 이상의 아고산지대에 고립된 집단을 이루며 살아간다(Figure 2, 

Appendix I). 한반도 이북에 분포하는 눈측백 집단의 현재 상태는 알 수 없

지만, 중국 영토 내 백두산 보호구역의 눈측백 집단에 대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백두산을 비롯한 이북 고원지대에 상당한 순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Kim et al., 2011). 한반도 이남에 분포하는 개체들은 눈측백의 남방

한계 집단으로 여겨지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악산에 가장 큰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에는 서북능선을 따라 약 12 km에 

걸쳐 눈측백 군락들이 존재하는데, 1 ha 당 3만 개체(ramet 기준)와 1400

개체의 모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함백산에는 3 ha에 걸쳐 약 5만 

개체(ramet 기준)와 4천 개체의 모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화악산

에서는 0.01 ha 면적에 1천 미만의 개체(ramet 기준)와 모수 10 여 개체가 

확인되었다. Jung(2013)에 의하면 중왕산에는 0.25 ha의 면적에 7천 여 개

체(ramet 기준)와 59개체의 모수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밖에 오대산, 태백

산, 계방산 등에서도 눈측백 개체들을 발견하였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소수

의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지 못하고 사면에 흩어져 존재했으며 모수를 발견하

지는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눈측백은 주로 클론번식을 통해 집단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체수가 적고 모수의 비율이 낮아도 외부 요인이 전혀 작용하

지 않을 때 눈측백 집단의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눈측백 집단이 분포하는 아고산지대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고 있으며, 적은 개체수의 집단은 기본적으로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세

대를 거듭할수록 급격한 유전다양성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



73

고 있으므로 실제 눈측백 집단은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진행될 때 생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Allendorf et al., 2013). 

국내 아고산 수종들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

이지만,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겨울철 적설량 변화나 봄철 가뭄으로 개체들

이 열과 건조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Kang, 2013; Kim et al., 2014; Park et al., 2014). 그 인과관계에 대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아고산지대 식물들의 고사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구상나무 집단의 감소는 많이 알려

져 있으며 구상나무의 지리산 집단은 약 30년 간 18%, 한라산 집단은 15년 

간 34%가 고사했다고 보고되었다(Kim & Lee, 2013). 눈측백의 경우, 해마

다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고사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는 없지

만, 위성으로 엽록소의 파장역을 관측하여 식생의 활력도를 평가하는 식생지

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분석 자료에 따르

면, 2000년부터 15년 간 향로봉 아고산 침엽수림의 9.3%, 방태산 아고산 

침엽수림의 3.7%에서 식생지수가 감소되었다고 한다(Kim et al., 2014). 이

는 주변 활엽수림의 감소폭보다 높은 수치였는데 해당 지역은 눈측백 집단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설악산과 함백산에서도 2008년 이후 매년 고

사한 개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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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 koraiensis dead in 2015 year. A ribbon 

tied on tree is a sign attached when it was still live 

in 2008 year. 

눈측백은 정단부에서부터 고사가 일어나는데 이는 다른 눈측백 집단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보통 강풍과 수분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Byun, 

2013; Jung, 2013).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나 강수량 변화는 이 같

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눈측백 집단에서 정단부가 쉽게 노출되는  

개체들은 직립한 개체로 보통 구과가 달린 모수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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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들을 중심으로 고사가 일어난다면, 집단 내 모수의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종자공급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종자번식이 눈측백 집단에 기여한다

고 여겨지는, 집단의 유전다양성 유지, 새로운 서식지로의 확산, 축소된 집단

의 회복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집단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다른 클론식물의 연구에서도 클론번식이 매우 우세한 집단이라도 

종자번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단이 유지되기 어

렵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Sayers & Ward, 1966; Watkinson & Powell, 

1993; Weppler et al., 2006). 

또한 기후변화로 서식지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활엽수의 서식범위가 넓어져 

눈측백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데, 발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발아속도와 

초기 생장이 느린 눈측백은 다른 수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

다(Fenner, 1985; Kong, 2005). 현재에도 눈측백 집단은 활엽수들 아래 

피압상태로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내음성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

한 환경에서도 집단이 유지되고 있지만(Hong et al., 2000), 결국 다른 수

종들에 의해 집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클론구조 식물은 집단을 유지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급격한 서식지 파괴에 

대한 회복능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Callaghan et al., 1992). 

종자에 의한 갱신이 제한되는 데다 생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다수의 개

체가 고사한 경우에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후변화와 함께 최근 늘어

난 산불은 눈측백 집단의 급격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

단의 자연적인 회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눈측백 집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오랜 시간 동안 극한 환경에서 버

틸 수 있도록 적응한 종의 생태적 특성이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

지 못한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후변화에 의해 개체수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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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집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눈측백 집단의 보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물 집단에서 전통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종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집단 내 유전자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유전

적인 모니터링(genetic monitoring)이 강조되는 추세이다(Schwartz et al., 

2007; Aravanopoulos, 2011). Microsatellite 마커 분석의 경우, 희귀한 

대립유전자의 탐지가 용이하여 유전적 모니터링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Allendorf, 2017). 본 연구에서 선발된 10개의 microsatellite 마

커는 향후 눈측백 집단들의 유전적인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여 분석한 함백산 눈측백 집단의 유전다양성

은 다른 식물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단의 감소 여부에 따라 유전다양성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도할 때 이 자료는 비교치로 활용이 가

능할 것이다. 

멸종위기 식물을 위한 보전 전략은 현지 내 보전(in situ conservation)과 

현지 외 보전(ex situ conservation)으로 나뉘는데 종의 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서식지의 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Chang et al., 1988; 

CBDS, 1992; Park, 2008). 식물 집단의 경우 유전다양성이 높은 집단을 

현지 내 보전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보전전략상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

다(Hamrick & Godt., 1996). 함백산 집단 외 다른 집단에 대한 유전다양

성 평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함백산 집단에서 유전다양성을 

측정할 때 클론을 포함했을 때 유효대립유전자 수(AE)는 7%, 이형접합도 관

찰치(HO)와 기대치(HE)는 각각 4%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클론형성능이 

커질수록 유전다양성의 감소율 또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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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ouhovnikoff & Leventhal, 2016). 눈측백의 클론구조가 집단의 유전

변이 양상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눈측백 집단들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할 때 클론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클론의 분포양상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Sydes & 

Peakall, 1998). 이에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개체 간 최소한 30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야 집단의 유전다양성 평가에 클론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클론의 크기도 현지 내 보전에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함백산에서 

눈측백 클론의 면적은 50 m2~225 m2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클론의 크기

는 집단이 위치한 환경의 이질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Xie, 2001;, Arnaud-Haond et al., 2007). Ficher & Kleunen(2002)은 

클론의 크기에 따라 일정면적 당 유전다양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

다. 유전다양성이 높은 집단이라도 넓은 면적의 일부만을 보전한다면 클론의 

분포양상에 따라 적은 수의 유전형만을 보존하게 될 수 있다(Jin et al., 

2003).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클론집단은 동일면적당 더 적은 유전형을 포

함하기 때문에 작은 클론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집단이 보전에 있어 우선순위

를 가질 수 있다(Chung et al., 2005). 집단 간의 클론분포 양상을 분석할 

때 파레토 분포를 활용한다면 보다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분포도에서 

클론의 최대 크기가 작을수록 클론다양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기울

기의 절대치(β)가 클수록 클론분포가 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클론들이 이

러한 분포양상을 보이는 집단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해당종의 자연집단이 이미 파괴되었거나 계속되는 훼손이 예상된다면 대상

종의 현지 외 보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Han et al., 2004). 현지 외 보전을 

위한 개체 선발시 효과적인 유전자원 보전을 위해서는 선발된 개체들의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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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전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립형질(alleric richness)을 

지닌 개체들이 선발되어야 한다(Yanchuk, 2001). 이를 위해 유전적으로 가

깝거나 동일한 개체의 중본 선발을 피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Chung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현지 외 보전을 위한 개체 선발시에도 앞서 제시

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에 따라 개체 간 간격을 최소 30 m 이상으로 

해야 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 외 보전의 방법 중 하나로 종자의 저장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종자는 미래에 식물을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van Slageren, 2004). 종자 저장을 통해 현지 외 보전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종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필요한데(Han et al., 

2004), 세 눈측백 집단의 발아실험을 통해 눈측백 종자의 무게와 발아율 간

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눈측백 종자에 대한 저장이 필요

할 때 종자 무게가 중요한 선별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함백산 눈측백 집단의 클론구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현지 내, 

현지 외 보전을 실시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눈측백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눈측백 집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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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Latitude Longitude
Altitude 

(m)
Province of Korea

Baekdusan N42° 00′ E128° 03′ 700~1800
Ryanggang-do

(China)

Samsu N41° 17′ E128° 01′ - Ryanggang-do

Duunbong N41° 04′ E127° 46′ 2000 Ryanggang-do

Wagalbong N40° 45′ E126° 56′ 1200~1700 Jagang-do

Sungjeoksan N40° 34′ E126° 12′ 1000~1600 Jagang-do

Pinandeoksan N40° 17′ E125° 42′ 700~900 Jagang-do

Myohyangsan N40° 00′ E126° 14′ 1000~1800

Jagang-do

Pyeonganbuk-do

Pyeongannam-do

Nangrimsan N40° 22′ E126° 56′ 1000~2000

Jagang-do

Hamgyeongnam-do

Pyeongannam-do

Guempaeryoung N40° 28′ E127° 51′ 1400~1500 Jagang-do

Sasusan N39° 51′ E127° 06′ 1200~1740
Hamgyeongnam-do

Pyeongannam-do

Haramsan N39° 07′ E126° 44′ 1300~1400
Pyeongannam-do

Hwanghaebuk-do

Chuaesan N38° 50′ E127° 16′ 1000~1400 Gangwon-do

Geumgangsan N38° 31′ E128° 03′ 750~1500 Gangwon-do

Hyangnobong N38° 19′ E128° 19′ 750~900 Gangwon-do

Sinseonbong N38° 14′ E128° 26′ 1200 Gangwon-do

Chiljeolbong N38° 15′ E128° 19′ 1000 Gangwon-do

Seoraksan N38° 06′ E128° 24′ 1100~1650 Gangwon-do

Garibong N38° 05′ E128° 20′ 1000~1500 Gangwon-do

Daeusan N38° 13′ E128° 08′ - Gangwon-do

Jeombongsan N38° 02′ E128° 25′ 1200~1400 Gangwon-do

Bangtaesan N37° 53′ E128° 21′ 1100 Gangwon-do

Odaesan N37° 47′ E128° 32′ 1000~1300 Gangwon-do

Gyebangsan N37° 43′ E128° 27′ 1300~1550 Gangwon-do

Jungwangsan N37° 27′ E128° 31′ 1100~1200 Gangwon-do

Gariwangsan N37° 27′ E128° 33′ 1000~1200 Gangwon-do

Hambaeksan N37° 09′ E128° 55′ 1400~1500 Gangwon-do

Jangsan N37° 07′ E128° 51′ 1200~1400 Gangwon-do

Taebaeksan N37° 06′ E128° 54′ 1100~1400 Gangwon-do

Hwaaksan N37° 59′ E127° 30′ 1250
Gangwon-do

Gyeongi-do

Appendix I. Locatin of natural populations of Thuja koraiensis Nakai in 

Korean peninsula. Samsu is a plateau area, except which the others are 

mountains. There are specimens of Daeusan but it is inaccessible area 

because of landmines now and the accurate location of population can-

not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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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ed germination and 

clonal structure 

in the endangered speices of 

Thuja koraiensis Nakai

Hye Jin Lee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uja koraiensis Nakai is an endangered tree species that is-

olatedly inhabits around the subalpine zone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ing from China border area of Baekdusan to 

Taebaeksan in the southernmost part of Gangwon-do. T. ko-

raiensis is known to reproduce both sexually and asexually. It has 

been shown that clonal reproduction patterns determine the life 

history of given species, as well as the maintenance and develo-

pment of population, however the clonal structure of T. koraiensis 

has not been investigated so far. The current study aims to an-

alyze the clonal structure and the clonal characteristics of T.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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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ensis in the population of Hambaeksan by identifying the gen-

otypes of the clones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In order to e-

xamine whether T. koraiensis successfully reproduces by seeds or 

not, seeds collected in Hwaaksan, Seoraksan and Hambaeksan 

were tested for the germination and seedling production. Finally,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servation program, the genetic vari-

ations within the population was measured and compared at the 

levels of ramet and genet units. 

The average germination rate in three T. koraiensis populations 

was 20.6%. It took 12.9 days on average for germination, and the 

speed of germination was 8.4%/day. Seedling was rarely observed 

in the studied populations except two individuals found in 

Seoraksan. The total of 10 microsatellite markers were selected ac-

cording to the criterion of polymorphism testing transferability, 

which were developed for two Thuja species in North America. 

The clone areas of 50 m2, 75 m2 and 225 m2 were detected using 

selected microsatellite markers in the quadrat plot of 15 m×15 m. 

The density of T. koraiensis was about 4.3 individuals/m2 in the 

quadrat. When 29 individuals were randomly collected with inter-

vals of 20 m in Hambaeksan, I found 24 different genotypes of 

clones; two genotypes were repeatedly found in 2 and 5 ramets, 

respectively while the genotypes of 22 ramets were different each 

other. Collected samples exhibited high clonal richness and fol-

lowed Pareto distribution with high evenness in clonal distribution. 

The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 koraiensis 

formed a clone within distance of 30 m in Hambaeksan.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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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ramet unit, the mean number of alleles (A ) was 6.3 

while the effective number of alleles (AE ) was 3.5. The observed 

heterozygosity (HO ) and the expected heterozygosity (HE ) were 

0.603 and 0.615, respectively. When measured by genet unit, AE 

was 3.8 while HO and HE were 0.629 and 0.642, respectively. The 

AE was 7% lower when measured by ramet unit compared to that 

by genet unit. The HO and HE were 4% lower when measured by 

ramet unit, suggesting that the clonal structure affects genetic var-

iations of the population. T. koraiensis population in Hambaeksan 

is primarily maintained by clones rather than seeds, which may 

serve as an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of subalpine zone. 

Recent drastic climate change tends to exceed the resilience level 

of the population of T. koraiensis. Once destroyed,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clonal reproductive populations to recover. Hence, es-

tablishing conservation strategy for T. koraiensis population is ur-

gently required. The genetic monitoring using microsatellite marker 

can follow the long-term potential of population adaptation. The 

genetic diversity of population in Hambaeksan has been 

well-maintained compared to that of other plant populations. 

Given that the clonal structure can modulate the amount and the 

distribution of genetic variations in the population, the clonal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in situ conservation. 

Moreover, the current study proposes that individuals for ex situ 

conservation of T. koraiensis should be sampled with 30 m dis-

tance to avoid the duplication of the same 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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