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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수한 종자와 묘목 생산은 캄보디아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 차대검정림 및 채종원을 설립하기 

위한 수형목 선발이 캄보디아 핵심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캄보디아의 

생태지역으로부터 경제수종인 2 개 수종의 수형목을 각각 100 개체씩 

선발하였다. 수형목들은 모수로서 선정되었고, 그 200 개체로부터 

반형매 (풍매) 차대 검정림을 조성하기 위해 종자를 채집하고 

발아시켰다. 수형목 및 수종 간 수고 및 근원경에서 큰 변이가 나타났다. 

수형목의 평균 수령은 19.4 년이었다. 수고의 평균은 14.8, DBH 는 

25.5 였다. 각 수종 별 풍매차대 검정림에서 측정된 묘고, 근원경 및 

수관폭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Pterocarpus 

macrocarpus 100 개 가계의 평균 수고는 95.7 cm 였으며(127.1-73.6 

cm), 평균 근원경은 20.6 mm (16.9-26.5)로 나타났다. Dalbergia 

cochinchinensis 의 평균 수고는 133.5 cm 였으며 가장 높은 평균을 

갖는 가계는 전체 평균의 140%의 값을 보였다. 근원경 또한 평균 18.6 

mm 였는데, 가장 큰 생장을 보인 가계가 가장 낮은 생장을 보인 가계에 

비해 221%의 값을 보였다. 분산분석 결과 두 수종 모두 가계 간 

그리고 블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wo-way ANOVA 분석 후 

유전력 계산 결과, 개체 유전력은 0.16 이었고, 가계 유전력은 0.56 으로 

나타나 유전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개체 

유전력보다 가계 유전력이 높으므로 선발 시 개체선발보다는 가계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수종에서 수고와 근원경 모두 평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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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갖는 가계를 선발한 결과, Pterocarpus macrocarpus 는 100 가계 

중 26, Dalbergia cochinchinensis 는 37 가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전간벌 시에 적용하여 선발 강도를 90%까지 높일 

경우, 수고에서 Pterocarpus macrocarpus 는 24%, Dalbergia 

cochinchinensis 는 28.8%의 Genetic gain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계통발생 분석(Phylogenetic analysis) 결과, Dalbergia 

cochinchinensis 의 100 개 가계는 유전적 거리 차이에 의해 12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주요어 : Pterocarpus macrocarpus, Dalbergia cochinchinensis,  

풍매 가계, 유전변이, 차대검정, 개량효과   

학  번 : 2016-2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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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캄보디아는 1973 년까지 전 국토의 72.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 몇 십년 간 무분별한 벌채와 화전 및 연료 채취 등 

농지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2014 년 48%로 산림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이제 황폐지 면적(48.4%)이 산림 면적(47.7%)보다 높아진 

상황에 이르렀고, 캄보디아 내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캄보디아 왕립 정부(RGC: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에서 2010 년부터 진행 해 온 국가 산림 

프로그램(NFP:National Forest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9 년까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NGO 

및 여러 연구 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조림을 위한 종자 

Figure 1. Forest cover study 197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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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자 및 

묘목의 보급을 위해서는 육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5 년부터 10 년간 

AfoCo (the ASEAN-Korea Forest Cooperation)와의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주요 산림 복원을 위한 유전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이런 캄보디아의 국가적 조림 개발 프로그램은 조림을 통해 국내 목재 

수요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수입 증가, 유역 보호 및 

침식 조절 등 다목적 조림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조림지들이 다목적 

조림을 위해 넓게 개발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종자 보급 및 지속적인 조림이 

가능하도록 채종원 및 차대검정림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의 육종 연구가 미흡하고 채종원이 조성된 사례가 없어 

주요 경제수종으로 목재 수요가 높은 수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육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NIFoS & AFoCo, 2016) 

최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열대 천연림의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급격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하여 목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목재 수요에 대한 시장공급이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대림 조성 사업은 목재, 바이오매스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과 함께 기후변화 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등 

공익적 기능의 발휘에 있어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공조림은 

시장에서 원하는 상업수종을 동령림으로 조성하여 관리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종자 관리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부터 베트남까지 포함하는 ‘Greater 

Mekong Region (GMR)’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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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개체군이 있는 수종을 선발하였다. 수형목은 캄보디아 내에 위치한 

여러 산지에서 Cambodia Tree Seed Project 에서 만들어진 Farmer 

Tree Planting Manual(DANIDA, 2003) 기준에 맞추어 수종 별 

100 본을 선발하였다.  

육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수형목 선발(Plus tree selection)은 

모든 육종 기법의 기본이 된다. 수형목은 야생 천연림 또는 

인공림으로부터 그 생장과 형질이 우수한 개체 혹은 목표로 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말한다. 그러나 선발된 수형목의 특성이 유전적으로 

발현된 것인지 생육환경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대검정이란 선발된 수형목에 대하여 다음 세대를 생산한 

모수의 유전적 형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비율과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유전매개 변수를 추정하고, 현재의 

수형목으로부터 더 우수한 차세대 수형목을 선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Kang, 2001). 캄보디아 내에서 선발된 수형목은 접수를 

채취하여 접목묘 채종원(CSO;Clonal Seed Orchard)을 구성하고, 

동시에 수형목과 풍매(wind pollination)된 종자를 가지고 풍매차대 

검정(open-pollinated progeny test)을 하였다. 차대검정림은 서로 

떨어진 지역 간의 차이를 보고자 두 지역(site)으로 나누어 조성하였다.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종원과 차대검정림에서의 다양한 

생장 특성 및 유전 변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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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최초로 조성된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Burma padauk) 및 Dalbergia cochinchinensis 

Pierre (Tracwood) 두 수종의 차대검정림에서 가계 별 생장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3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1) 가계 간 생장량 

변이(variation)를 분석하고, 차대검정림 내 각 수종 별 블록(블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며, 2) 광의의 유전력(broad-sense 

heritability)을 추정하여 유전간벌(genetic thinning) 시 얻을 수 있는 

개량효과(Genetic gain)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3) 각 수종 

별 100 개 모수의 계통수 분석(phylogenetic tree analysis)을 통해 

종내 유전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본 차대검정림의 생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기 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특정 수종의 육종 프로그램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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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 구 사 

 

제 1 절 Burma padauk (Pterocarpus macrocarpus Kurz.)의 

생태 및 연구 

 

Figure 2. Burma padauk (Pterocarpus macrocarpus Karz.) 

 

Pterocarpus 는 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약 20 종으로 이루어진 

속이며, 그 중 5 종이 인도양 지역에 분포한다(Soerianegara & 

Lemmens, 1984). Pterocarpus macrocarpus Kurz.는 중대형의 

낙엽수종으로 콩과(Fabaceae)에 속해있다. 주로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까지도 분포하며, 태국에서는 pradu 로, 미얀마에서는 sena 또는 

praduak 로 불린다(Soerianegara & Lemmen, 1994). 일반적으로 다른 

수종들과 함께 온대 혼효림 또는 dipterocarp 숲에서 100~600m 

고도에서 자란다(Santisuk & Niyomdham, 1983). 성숙목은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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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까지 자라며 꽃은 총상화서 또는 원추화서로 양성화이고, 꽃잎은 

5 장이 노란색을 띠고 열매는 납작한 폐과다(Soerianegara & Lemmen, 

1984).  

Liengsiri( 1997)가 화아 및 결실 단계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 

있지만, 수분(fertilization)이나 열매 개량 또는 손실 시기에 대해서는 

논한 바 없다. 또한 11 개의 자연 집단에서 동위효소분석으로 

유전변이를 분석했으며, 자가 불화합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Liengsiri et al. 1995,. 1998). 

Yupa & John(2002)에서는 Burma padauk 의 수분성공율이 높지만 

자가수분율이 높아 조기 결실에 따른 손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여러 열대활엽수종에서 자가불화합성이 수정 후 

씨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OSI;ovarian self-incompatibility) 수분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정 후 

자가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식약세(inbreeding depression)도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OSI 와 자식약세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 화분오염, 자가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가계 및 지역 간 생장 특성이나 집단 유전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분류군으로서의 종 특성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다(Francis, 

1989; FAO, 1989; Dy Phon, P., 2000; Joker, 2000; CTSP, 2003; 

LTSP, 2009; FOB, 2013). 이외에 2 차대사산물 에 대한 연구 및 

동위효소(isozyme)을 이용한 유전 분석과 발현 및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이 수종에 대한 연구는 flavonoids 

화합물과 관련된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추출물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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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와 섭식기피제 (antifeedants)와 같은 물질들, 흰개미저항성 및 

항산화효능 등 다양한 기능이 밝혀진 약용수종이다(Doungyotha & 

Owens, 2002; Liengsiri et al., 1995; Liengsiri, 1999).  

 

제 2 절 Tracwood (Dalbergia cochinchinensis Pierre)의 생태 

및 연구  

 

Figure 3. Tracwood (D. cochinchinensis Pierre) (Ida, 2017) 

 

Dalbergia (Fabaceae)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및 

마다가스카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약 250 종이 포함된 

속이다 (Cardoso et al., 2013; Saha et al 2013; Vatanparast et al., 

2013). D. cochinchinensis 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주로 발견되며, Thailand Rosewood, Siamese Rosewood, 

or Tracwood 로 알려져 있다. 장기수이며 성숙목은 수고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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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까지 생장하는 상록수종이다. 그늘에서 생장하지 못하며 점토질의 

배수가 용이한 토양 조건에서 잘 자란다. 열대 저지대 산림에서 고도 

400 m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분은 일반적으로 

곤충에 의해 이루어지며 질소 고정 능력과 병해충에 내성이 있는 

수종이다(Harriet & Pablo, 2008; Vosso, 2002).  

Dalbergia 속에서는 집단 유전학과 관련된 연구가 태국, 라오스 및 

베트남에서 진행되었다. 각 나라 또는 지역에서 자생하는 개체군을 

조사하여 유전 다양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핵 

유전자좌(nuclear loci)에서의 다양성을 다른 열대 수종과 비교하고, 

여러가지 마커(marker)를 적용시켜 보면서 개체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인공적인 조림을 통해 이루어진 집단 

내에서의 유전자 분석이나 집단 유전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연구(Soonhuae, 1994; Yooyuen et al., 2012; Hien & Phong, 

2012)에서 밝혀진 점은 Dalbergia 속 내에서 태국의 개체군에 비해 

캄보디아 개체군이 확연한 종 간 변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캄보디아와 태국 이외에 다른 메콩 강 유역의 국가들에 분포하는 집단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Madagascar 섬 내에서 Dalbergia 속 

집단들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여 지리적 거리와 유전적 거리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DNA 바코딩(Barcoding)을 통해 종간 식별 및 변이 

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있다(Sonja, 2016).  

  Dalbergia 의 추출물은 진통제, 항염증제 및 해열제로 알려져 

있다(Rasamiravaka et al., 2013; Saha et al., 2015; Hassan et al., 

2015). 또한 Dalbergia 속은 브라질 자단 (Dalbergia nigra (Vell.) 

Allemão ex Benth.), 인도 자단 (Dalbergia latifolia Roxb.)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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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과 가치가 높은 목재로 평가되어 가구, 음악 악기를 만드는 

데에 많이 사용된다(Barrett et al. 2010; Hassold, 2016). 

D. cochinchinensis 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IUCN Red List 취약(VU)등급을 

받고, 국제 무역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Asian Regional 

Workshop, 1998). 그러나 여전히 불법 벌채로 위험에 

처해있다(Barrett et al. 2013). 최근 주요 수출목이면서 용재수종으로 

사용되는 Dalbergia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생산 및 조림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육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선발육종 및 차대검정 연구 

 

임목에 대한 육종연구가 17 세기 전후로 시작되었고, 19 세기 이후 

선발육종 방법을 이용한 개량 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임목 

개량을 위해서는 교배를 통한 차대 검정을 거쳐 우수한 유전자를 여러 

세대에 걸쳐 선발해 나아가야 하며, 품종개량을 위해 유전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육종 집단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하다.  

선발육종을 위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분이나 천연 갱신된 

임지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인 수형목을 우선 선발한다. 

그 선발된 개체목들을 가지고 풍매 혹은 인공교배 차대검정림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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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획득형질을 개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량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종원을 조성한다. 

국내 국립품종관리센터에서는 1971 년 이후 수형목을 선발하는 

기준을 개편하여 지정해 두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천연림에서 활엽수 수형목을 선발할 때에는 최근 

15 년 이상의 생장이 직경 20% 이상, 수고 5%, 직경 20% 이상 커야 

하고, 다만 형질이 뛰어날 때는 생장이 평균 이상만 되면 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간이 통직하고 지하고가 높으며, 병충해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종자가 많이 결실되는 개체를 수형목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차대검정림이 조성된 이후 풍매차대검정에서는 가계검정(family 

evaluation) 결과에 따라 수형목의 우수 및 불량을 판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가계를 선발할 수 있다. 가계 선발은 육종에서 개체별 로 

자식 또는 2 개체간 교배를 통해 차대를 얻고, 다시 그 차대를 각각 

근친교배하여 가계를 양성한 후 그 중 우량한 가계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표현형의 평균치를 토대로 가계 전체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유전력이 

낮은 형질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만 근친교배의 위험이 크다. 임목 

육종에서 단일 선발 형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체 선발 등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Libby, 1969).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2010 년 전후로 다양한 육종 관련 

국제 협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Jalonen & Choo, 2009).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세계적인 주요 용재 수종인 Teak(Tectona grandis 

L.f.)에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선발 

육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며, 2015 년 8 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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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DA 가 보고한 캄보디아 주요 수종 3 종을 선정하여 수형목 선발 

및 차대 검정림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생장률을 꾸준히 파악하여 

성숙 생장과의 연관성에 따라 조기에 검정할 수 있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목 육종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차대의 생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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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수형목 및 차대검정림 개황 

 

1. 수형목 선발 현황 

 

두 수종 모두 캄보디아 전역에 많은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많은 개체가 자생하는 군집(산지) 8 곳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산지에서 수형목 선발 기준에 따라 수종 별 100 본씩 선발하였다. 산지 

별로 선발 가능한 개체수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P. macrocarpus 는 8곳 

모두에서 고르게 선발하였으나 D. cochinchinensis 는 Kratie, 

Mondulkiri 산지를 제외한 6 곳에서 선발하였다. 자세한 산지 및 선발 

개체 수는 Table1 과 같고, 각 산지의 캄보디아 내 위치는 Figure 4 와 

같다.  

Figure 4. location of provinces for 200 plus trees i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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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table of place visited and plus tree selected 

Province Place visited 
species 

D. cochinchinensis P. macrocarpus 

Preah Vihear 
Decho Bosh Sbov (Phnom 

Troab) 
6 3 

Siem Reap 
Seed Source Area in Khun Ream 32 15 

Toul Tnong in Srae Noy  8 

Kratie Svay Chreas in Snuol  9 

Mondulkiri Keo Seima Protection Forest  16 

Koh Kong 

Srae Ambil area  21 

Srae Ambil pagoda 10  

Military camp (Koh Kong towm) 10  

Kep Phnom Kvay  11 

Kampong Speu Leap Kuy 30 5 

Pursat 

Sbov Reak pagoda (Phnom 

Kravanh) 
1  

Preah Ponlea pagoda in Phnom 

Kravanh 
5 12 

Toek Chench/ Phnom Kravan 6  

Total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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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목 선발 시 수형목의 수령, 수고 및 흉고직경을 함께 

측정하였다. P. macrocarpus 는 100 개체 평균 수령이 22.7 년으로 

D. cochinchinensis 는 19.8 년으로 3 년 정도 많았다. 평균 수고와 

흉고직경에서는 P. macrocarpus 가 각각 15.7 m, 39.1 cm 로 

조사되었고, D. cochinchinensis 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치인 14.9 

m와 25.4 cm였다(Table 2).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100 plus trees selected 

of P. macrocarpus (upper) and D. cochinchinensis (lower) 

 

P. macrocarpus Age Height (m) DBH (m) Crown (m) 

Mean 22.7 15.7 39.1 8.5 

SD 5.1 3.3 9.5 2.7 

CV(%) 22.3 21.2 24.2 32.2 

Max. 40.0 22.2 67.0 19.0 

Min. 14.0 7.4 19.2 4.0 

 

D. cochinchinensis Age Height (m) DBH (m) Crown (m) 

Mean 19.8 14.9 25.4 6.2 

SD 8.8 3.7 6.3 1.7 

CV(%) 44.3 25.1 24.8 27.6 

Max. 70.0 25.0 52.0 11.0 

Min. 11.0 8.0 1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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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 개황 

 

차대검정림의 가계 간 생장 차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반복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였다. 식재하는 곳에 따라 같은 

개체라도 생육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캄보디아의 환경 조건 또한 

비교적 민감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으로 각기 다른 두 지역에 

풍매 차대 검정림(open-pollinated progeny test forest)을 

구성하였다. 선발된 수형목 100 본으로부터 풍매 종자를 채취하여 

Siem reap 근교 지역에 조성하였으며, 경사가 낮은 지대에 

잔존목들을 제거한 뒤 묘목들이 식재하였다. 두 지역(site)의 이름 

및 위치는 Figure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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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p of sites for progeny test in Cambodia 

Site1:Khun Ream commune, Banteay Srei district,  

Site2:Chan Sor commune, Sout Nikom district 

 

 

각 지역(site)마다 4 개의 블록(block)을 설정하고 블록 간 

간격은 10m 로 설계되었다(Figure 6). 각 블록은 3ha 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P. macrocarpus 및 D. cochinchinensis 두 

수종마다 0.9ha 의 면적이 할당되었다. 블록 안에는 100 개의 

플롯(plot)을 구성하도록 조성되었고(플롯 당 6m×15m), 각 플롯 

안에는 모수(수형목) 번호 별로 10 본의 차대를 식재하였다. 

따라서 한 블록마다 식재되는 전체 본 수는 식재 간격 3m×3m 로 

1,000 본, 한 지역 전체에는 4,000 본이 되도록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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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other tree layout in progeny test sites of two 

speicies, P. macrocarpus and D. cochin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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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대검정림 생장조사 

 

차대검정림이 조성된 이후 차대목의 묘령이 6 개월, 1 년생이 

되었을 때 묘고(seedling height)와 근원경(DRC: diameter at root 

collar), 수관폭(crown width)을 측정하였다. 유묘 생장을 분석하여 

추후 벌기령에 이르기 전 선발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6 개월의 간격을 두고 생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계 별로 4000 본을 심었지만, Figure 6 에서 볼 수 있듯이 양 옆 

플롯(plot)과 인접한 4 개체는 제외하고 플롯 당 6 본의 생장 

데이터를 조사하여 수종 당 총 2,400 개체의 생장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제 3 절 통계분석 및 유전력 추정 

 

조사된 생장 데이터는 가계(F)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균일한 입지조건인 

지역(site)이라도 토양 구성, 배수성, 비옥도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블록(B) 간 차이를, 가계와 반복의 교호작용(B×F) 효과도 

분석하였다. 따라서 관찰된 생장 데이터 값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선형 모델을 만들고,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R ver. 3.4.3(2017)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선형 모델과 이원분산분석표는 아래와 같다. 



 

 19 

1. 가계 및 블록 간 선형회귀모델 

Yijk = μ + Bi + Fj + BFij + eijk 

• Yijk =  Observation on the k’th tree in the j’th family, in the 

i’th block , i=1 to 4, j= 1 to 100, k=1 to 6. 

• µ    = Overall mean 

• Eijk =  Norm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random deviation 

of k’th tree, i=1 to 4, j= 1 to 100, k=1 to 6. 

 

2. 가계 및 블록 이원분산분석표  

Table 3. Two-way analysis and expected mean square 

within a site 

Source Df Expected Mean Square (EMS) 

Block (B) b-1   σ
e

2
 + nσ

bf

2
 + nfσ

b

2
  

Family (F) f-1   σ
e

2
 + nσ

bf

2
 + nbσ

f

2
  

B x F (b-1)(f-1)   σ
e

2
 + nσ

bf

2
 

Within plot bf(n-1)   σ
e

2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이용해 유전력을 추정하였다. 개체 

유전력( )은 100 가계와 상관없이 4800 본 전체의 유전 영향을 

볼 수 있고, 가계 유전력( )은 100 가계 간에 유전적인 영향이 

얼마나 전달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Becker,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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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vidual heritability :  

• Family heri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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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량효과 추정 

 

추정된 유전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묘고와 근원경에 

있어서 평균치를 넘는 생장량을 보인 가계를 선발하고 해당 

가계들만으로 차대를 구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선발차(selection 

differential)을 구하였다.  

생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후 채종원에서 유전 간벌을 

시행했을 때, 즉 간벌 강도(thinning intensity)를 10% 간격으로 

높였을 때 예측되는 개량효과(genetic gain)를 추정해 보았다.  

 

제 5 절 DNA 바코딩 및 계통수(phylogenetic tree) 분석 

 

100 개 가계의 유전적 거리를 알아보고자 차대검정림 옆에 

조성되어 있는 접목묘 채종원(Clonal Seed Orchard)에서 잎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종원은 식재간격 5m × 5m 로 차대검정림과 

같은 시험지 내에 있으며, ha 당 각 모수 별 4 본씩 총 400 본이 

임의 배치로 식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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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ed Orchard Layout 

 

DNA 바코딩이란 신속하고 자동화된 분류 방법으로, 어떤 

생물체의 DNA에 있는 짧은 유전적 마커(short genetic marker)를 

사용하여 그 생물체가 어떤 특정 종에 속하는 지를 동정하는 

것이다(Herbert et al., 2003). 일반적으로 종내 유전적 거리는 2-

3%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종 내에서의 바코딩은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거리와의 

상관성을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Meier et al., 2006). 같은 

집단군 안에 유사한 종이 많이 분포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쓰이는데, 마다가스카(Madagascar) 섬 내에서의 

Dalbergia 속의 여러 종들을 분자 식별(molecular 

identification)하기 위해서도 사용된 바 있다(Sonia, 2016). 본 



 

 23 

연구에서는 선발된 수형목 가계를 그룹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Pterocarpus 속과 Dalbergia 속의 바코딩을 

통해 종 간 식별(interspecific identification)이 이루어져 

왔는데(Hassold, 2016; Yu et al., 2016), 기존 연구에서 가장 

효율이 높았던 3 개 마커(marker)를 선정하여 진행한 뒤, 

DNA 서열 획득 용이성, 그 서열의 질을 토대로 계통수 

분석(phylogenetic tree analysis)에 사용할 마커(marker)의 

결과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Table 4. Primer information for 3 tested chloroplast 

markers   

 

채취해 온 잎 시료로부터 QIAGEN DNA 추출 mini kit 를 

이용하여 엽록체 DNA (cpDNA; chloroplast DNA)를 추출하였다. 

D. cochinchinensis 는 비교적 혁질화가 진행되지 않은 잎이 많았고 

왁스층이 적었으나, P. macrocarpus 는 어린 잎이 없고 왁스층이 

Region Primer_fwd Primer_rev Primer sequence (5' - 3') 

ITS ITS_1f ITS_4r 
TCCGTAGGTGAACCTGCGG/ 

TCCTCCGCTTATTGATATGC 

matK matK4 matK19 
CCTTCGATACTGGGTGAAAGAT/ 

CCAGACCGGCTTACTAATGGG 

trnL 

(UAA) 
trnL_cf trnL_dr 

CGAAATCGGTAGACGCTACG/  

GGGGATAGAGGGACTTG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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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했기 때문에 DNA 추출 후 마커 부착 및 증폭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D. cochinchinensis 에서만 DNA 

시퀀싱 이후 계통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사용한 바코딩 마커의 

종류와 그 서열은 Table 4 와 같다. 

바코딩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한 ITS (internal transcribed 

spacer), matK (maturase K), trnL (UAA) 등 세 종류의 

marker 를 적용시켜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로 증폭시켰다. ITS 는 균류(fungi)의 식별에 주로 

사용되어왔고(Kress et al., 2005; Pang, 2013), mat K 는 전체 

식물계에서 종 간 식별에 필수적인 마커로 알려져 있다(Burgess et 

al., 2011). trnL 은 최근 식물체에 적용 가능한 유용하다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커이며, 본 연구에서 이상 세 

마커를 부착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Hartvig, 2015; Jiao et al., 

2018).  

PCR 은 열변성(denaturation) 과정을 95℃에서 2 분간 진행한 

이후, 동일한 온도로 30 초씩 32 회 설정하였다. 결합(annealing)은 

58℃에서 30 초 진행하고, 중합(extension) 과정에서는 30 초동안 

72℃ 유지시켰다. 이후 72℃에서 5 분간 추가로 중합(extension)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DNA 서열 획득 용이성, 그 서열의 질에 있어서 mat K 마커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해당 마커로 D. 

cochinchinensis 의 100 개 수형목 가계의 DNA 바코딩 분석을 

진행하였다. DNA 시퀀싱 정렬(alignment) 및 Clustral W, 계통 

분석을 하기 위해서 MEGA X (Kumar, 2018)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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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통 분석 모델은 Kimura 2-parameter model 을 

선택하였다(Amrita, 2012; Kimura, 1980). MEGA X 를 통해 

시퀀싱된 염기 정보를 입력하고, Clustral W 를 통해 전체 100 개 

수형목 데이터를 비교하여 재정렬하였다. 이후 Kimura 2-

parameter 모델을 적용하여 100 개 가계 간 유전적 거리를 

추정하여 계통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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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   과 

 

제 1 절 P. macrocarpus 차대의 생장 특성 

 

P. macrocarpus 의 Khun Ream 의 1 년생 묘목의 

생장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묘고는 95.69 cm 였고, 가장 

높은 생장을 보인 가계의 묘고(127.09 cm)는 가장 낮은 

가계(73.63 cm)의 173%로 큰 변이가 나타났다. Figure 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 가계 간에 변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원경(DRC)은 평균 20.56 mm 였으며, 가계 간에 16.86 mm-

26.54mm가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8).  

모든 생장 특성에서 가계 간 변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Table 5). 수관폭 조사 

결과에서도 9cm 로 가장 낮은 47 번 가계 차대들의 평균과 

150cm 이었던 28 번 가계의 차대 평균값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생장 특성에서 변동 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가 

0.3 이상이었으므로 Khun Ream 지역에서의 P. macrocarpus 의 

가계 간 생장 변이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크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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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rowth characteristics of 100 open-pollinated 

progenies of P. macrocarpus 

 

Characteristics Height(cm) DRC(mm) Crown(cm) 

Mean 95.69 20.56 55.21 

Standard deviation 36.38 7.24 23.36 

Coefficient of 

variation 
0.38 0.35 0.42 

Minimum 

(Mother tree ID) 

10 

(85) 

4 

(47) 

9 

(47) 

Maximum 

(Mother tree ID) 

250 

(25,69,78) 

113 

(80) 

15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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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amily mean of the height of P. macrocarpus in Khun Ream,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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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amily mean of the DRC of P. macrocarpus in Khun Ream,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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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 cochinchinensis 차대의 생장 특성 

 

Table 6. Growth characteristics of 100 open-pollinated 

progenies of D. cochinchinensis 

 

Characteristics Height(cm) DRC(mm) Crown(cm) 

Mean 133.55 18.62 63.41 

Standard deviation 5.99 7.74 31.55 

Coefficient of 

variation 
0.40 0.42 0.50 

Minimum 

(Mother tree ID) 

20 

(16,52,86) 

4 

(49,58) 

5 

(34,45,90) 

Maximum 

(Mother tree ID) 

300 

(22,43) 

50 

(60) 

190 

(38,63,88) 

 

D. cochinchinensis 에서는 Khun Ream 평균 묘고가 133.55cm, 

근원경은 18.62mm 로 P. macrocarpus 에 비해 묘고 생장은 좋지만 

직경 생장은 조금 낮게 조사되었다(Table 6). Fig. 9 와 1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D. cochinchinensis 의 묘고, 근원경 및 수관폭은 가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P. macrocarpus 과 동일하게 수관폭에 있어서 가장 

변동 계수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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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amily mean of the height of D. cochinchinensis in Khun Ream,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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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amily mean of the DRC of D. cochinchinensis in Khun Ream,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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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전력 및 개량효과 추정 

 

1. 일원분산분석 및 유전력 추정 결과 

 

일원분산분석 결과, 두 수종 모두 전체 생장 특성에서 가계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p<0.01)(Table 7).  

Table 7. ANOVA one-way results 

Species 

Pterocarpus macrocarpus Dalbergia cochinchinensis 

Height 

(cm) 

DRC 

(mm) 

Crown 
(cm) 

Height 

(cm) 

DRC 

(mm) 

Crown 
(cm) 

Among 

family 
2561** 89.22** 1032** 10018** 

196.14*

* 

3123.3*

* 

Within 

familly 
1267 50.97 660 2589 81.08 897.7 

 

2. P. macrocarpus 이원분산분석 및 유전력 추정 결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유전력을 추정한 결과(Table 8), P. 

macrocarpus 의 개체 유전력( )은 0.16 으로 계산되었고, 따라서 

2,400 개체 간에는 비교적 약한 유전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계 유전력( )은 0.56 으로 가계 내에서의 유전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개체 유전력보다 가계 유전력이 높으므로 선발 시 개체 

선발보다는 가계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오차 

분산(Error variance)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 생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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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OVA two-way results for height growth of P. macrocarpus 

: block variance, : family variance, : variance of interaction of block and family, σe
2: error variance;  

hi²: individual heritability, hf²: family heritability 

 

P.macrocarpus Df Sum Sq Mean Sq Variance heritability 

Block(B) 3 400420 133473.3  -44.8 h
i
²  0.16 

Familiy(F) 99 248072 2505.8 
 

4336.4 h
f
²  0.56 

B x F 297 640331 2156.0 
 

106578.4   

Within plot 2000 1720771 860.4 
 e

2
 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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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 macrocarpus 의 선발차 및 개량효과 추정 

 

수형목 선발 시 캄보디아 내에서 P. macrocarpus 의 주요 용재 

수종으로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수고와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차대에서도 가계(모수) 집단 별로 묘고와 

근원경의 평균을 x, y 축으로 하여 산점도(scatter plot)를 그린 결과, 

P. macrocarpus 는 26 개 가계가 묘고와 근원경 생장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12).  

 

 

 

 

 

Figure 12. Scatterplot for selection of superior families in height 

and DRC growth in P. macroca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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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100 가계 중에서 현재까지 생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가계들만 선발하여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을 때의 

선발차(selection differential)를 계산하였다(Figure 13).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어둡게 표시된 부분이 선발된 가계이며, 모집단(전체 100 

가계)의 묘고 평균(parental mean)이 95.69 cm였던 데에 반해, 우수한 

가계로 분석된 26 개 가계로 구성한 예상 차대 집단의 평균(progeny 

mean)은 108.61 cm로 13.5%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3 . Selection differential of height growth  

by the selection of superior 26 families in P. macrocarpus 

선발차를 예측한 후 이를 실제 선발 강도(selection intensity) 10% 

간격으로 실행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개량 효과를 추정하였다(Figure 

14). P. macrocarpus 에서 비교적 높은 묘고 및 근원경 생장을 보이는 

50%의 가계를 선발한다면, 묘고에서는 8.3%, 근원경에서는 6.9%의 

개량 효과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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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intensity(t) 10% 20% 30% 40% 50% 60% 70% 80% 90% 

Height 
  t 97.2 98.7 100.2 101.8 103.7 105.7 108.5 112.1 118.6 

∆G(%) 1.6 3.1 4.7 6.3 8.3 10.5 13.4 17.1 24.0 

RCD 
  t 20.9 21.1 21.4 21.7 22.0 22.4 22.9 23.7 24.8 

∆G(%) 1.6 2.7 4.0 5.4 6.9 8.7 11.4 15.2 20.8 

Figure 14. Genetic response for height and DRC growth at various selection intensity  

in a clonal seed orchard of P. macroca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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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 cochinchinensis 이원분산분석 및 유전력 추정 결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D. cochinchinensis 의 가계 및 개체 

유전력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9 와 같았다. D. cochinchinensis 의 

개체 유전력( ) 또한 0.16 으로 계산되었고, 가계 유전력( )은 

0.56 이었다. P. macrocarpus 와 마찬가지로 오차 분산이 높게 나와 

본 수종의 차대검정림 또한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9 

 

Table 9. ANOVA two-way results for height growth of D. cochinchinensis 

: block variance, : family variance, : variance of interaction of block and family, σe
2: error variance;  

hi²: individual heritability, hf²: family heritability  

 

D. cochinchinensis Df Sum Sq Mean Sq Variance heritability 

Block(B) 3 292888 97629.3 
 

460.5 h
i
²  0.16 

Familiy(F) 99 1008320 10185.1 
 

15156.6 h
f
²  0.56 

B x F 297 2245171 7559.5 
 

373942.9   

Within plot 2000 3027379 1513.7 
 e

2
 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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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 cochinchinensis 의 선발차 및 개량효과 추정  

 

D. cochinchinensis 는 묘고와 근원경 두 생장 특성 모두에서 전체 

평균의 이상을 보이는 가계가 37 개로 나타났으며, 수형목 선발 기준과 

동일하므로 100 개 차대에서의 우수 가계로 선발하였다(Figure 15).  

 

 

Figure 15. Scatterplot for selection of superior families in 

height and DRC growth in D. cochin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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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D. cochinchinensis 에서 현재까지 생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37 가계만 선발하여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을 때의 선발차를 

계산해 보았다(Figure 16). 전체 묘고 평균이 두 수종 모두에서 각각 

12.92cm, 19.71cm 만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수 

가계를 선발했을 때 충분한 개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금후 채종원에서 차대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 간벌, 즉 간벌 

강도를 10% 간격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개량 효과를 추정해 보면, 

D. cochinchinensis 는 2.9%부터 28%까지 개량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7). 꾸준한 생장 특성 분석을 통해 유전 간벌 시 

선발을 통해 높은 개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Figure 16. Selection differential of height growth  

by the selection of superior 37 families in D.cochin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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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intensity(t) 10% 20% 30% 40% 50% 60% 70% 80% 90% 

Height 
  t 137.43 140.54 143.65 146.66 150.07 153.54 157.40 163.13 172.02 

∆G(%) 2.90 5.24 7.56 9.82 12.37 14.96 17.86 22.15 28.81 

RCD 
  t 19.13 19.53 19.91 20.28 20.74 21.31 21.91 22.65 23.85 

∆G(%) 2.71 4.88 6.90 8.90 11.37 14.46 17.69 21.65 28.09 

Figure 17. Genetic response for height and DRC growth at various selection intensity  

in a clonal seed orchard of D. cochin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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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DNA Barcoding 결과 및 Phylogenetic tree  

 

D. cochinchinensis 의 잎 시료에서 추출한 엽록체 DNA 에 ITS, 

matK 및 trnL 세 종류의 표지자(marker) 를 모두 부착시킨 후, 

시퀀싱을 진행하였다. 그 중 평균 종 간 유전거리(intraspecific genetic 

distance)및 식별(identification)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matK 를 

선정하였다. 미국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유전자 은행(gen bank)에 등록되어 있는 서열과 비교 

분석하는 BLAST(Stephen et al., 1997)를 시행한 결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유전자 번호 KT852840.1(D. cochinchinensis isolate 

leafA maturase K (matk) Gene)와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100 개의 염기서열을 Clustal W 를 이용해 염기 서열 공백(gap)과 

소실된 데이터가 없도록 정렬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627 개의 염기 

서열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MEGA X 로 계통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Fig 18 과 같다. 

D. cochinchinensis 100 개 가계의 유전적 거리를 추정한 결과, 

12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Figure. 15 의 산점도에서 우수 가계로 

선발했던 37 개 가계를 각 그룹에 대입한 결과(•), 11 개의 그룹에서 각 

그룹 당 1~6 개의 우수 가계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계 선발 

시에,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게 그룹 지어진 개체들 내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생장을 보이는 가계를 

선발함과 동시에 유전적으로 다양한 가계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44 

 

Figure 18. Intraspecific phylogenetic tree of 100 plus trees 

selected of Dalbergia cochin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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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   찰 

 

1. 생장 특성 

 

캄보디아 Khun Ream 과 Chan Sor 두 지역에 조성된 P. 

macrocarpus 및 D. cochinchinensis 차대검정림에서 6 개월생, 1 년생 

묘고 및 근원경 생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가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아직 유시 생장 데이터이므로 바로 유전 간벌에 활용할 수는 없지만, 

Magnussen (1988)이 발표한 연령 간 상관 모델(age-age correlation 

model)에 따르면 조기 검정을 통해 성숙목의 생장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소나무의 유묘 생장을 모니터링하여 

성숙목과의 관계를 밝혀본 결과 8 년생 개체에서 조기 검정이 가능함이 

밝혀진 바 있다(Han, 1991). 따라서 캄보디아 차대검정림의 생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속성수가 아닌 두 수종의 선발 시기를 

앞당겨 보다 빠르게 진전 세대 선발 및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생장 특성을 분석하여 선발을 위한 초기 생장률 데이터를 

누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장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차대검정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관개 시설이나 병충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생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현지의 환경은 온도가 높아 잎이 타는 엽소 현상과 식엽 

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볼 수 있었다. 또한 토양 성분의 차이가 같은 

지역 내의 블록 간에도 크게 나타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인자들을 통제해 주어야 정확한 분석과 조기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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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육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 검정이 핵심적이며, 조성 초기인 현재 생장 모니터링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2. 유전력 및 개량효과 

 

이원분산분석 결과, 두 수종 모두 묘고 생장에 있어서 가계 

유전력은 0.56, 개체 유전력이 0.16 으로 추정되었다. 생장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은 채종원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만, 블록과 

가계의 교호작용(interaction)의 분산이 상당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오차 분산으로 보여지는 유전 외의 부분, 즉 환경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아래 Table 10 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간, 같은 지역 내에서도 

블록 간 토양 성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을 통제해 나간다면 오차 분산은 더욱 감소될 수 

있고 유전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블록과 가계의 교호작용이 크게 나타난 것은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동일하게 진행된 칼리만탄 지역의 Shorea 

macrophylla (de Vr.) Ashton 관련 연구에서는, 1 년생에서 묘고의 

가계 유전력이 0.39 로 높았으나 4 년생에서는 0.22 로 하락하였다. 개체 

유전력 또한 약 0.09 에서 0.05 로 낮아져 유묘의 생장에 따라 유전력이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Widiyatno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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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CEC Ca Mg K Na 

KR2 6.0 4.91 193.61 20.54 18.23 67.18 

KR4 5.4 3.54 91.69 34.56 7.63 8.63 

CS1 4.4 4.72 35.41 8.87 28.36 6.00 

CS4 4.5 5.50 51.90 15.37 27.40 5.73 

 

Naiem (2014)에서도 3.5 년생 Shorea leprosula Miq. 묘고에서 

가계 유전력 0.14, 개체 유전력 0.07 으로 나타났다. 열대 지역의 

다양한 기후에서 생장하는 만큼 유전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조사지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종원 혹은 차대검정림을 조성할 때에는 완전 임의 

배치법(complete randomized design)을 사용한다. 모든 클론 혹은 

가계 내 ramet 이 조사지 전체에 무작위로 분포할 수 있도록 식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본 차대검정림에서는 동일한 플롯 안에 한 가계를 

10 개체씩 식재하였다. 환경영향에 민감한 열대 수종인 만큼 가계 간 

차이뿐만 아니라 블록 간 차이, 가계 및 블록의 교호작용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식재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계 간 차이를 정확히 추정하고 환경으로 

인한 변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재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동일 가계로만 하나의 플롯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플롯의 구분없이 

100 개체씩 40 개 블록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재의 식재방식보다 

효율적이다. 전체 4000 본을 4 개 블록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에 비해 

40 개 블록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계 간 차이를 

Table 10. Soil analysis result of 2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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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토양이나 기후 등 민감한 열대 지역의 생장량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차대검정림에 비해 최종적으로 재적이 

우수한 개량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종원에서는 이러한 

배치법(seed orchard desig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Chaloupková, K. et al., 2016; El-Kassaby, Y. A. et al., 2014; 

Giertych, 1975). 수종과 조성 규모, 가계 수, 그리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도 적합한 

배치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열대의 환경요인을 

통제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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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캄보디아 내의 자연 군집에서 선발한 수형목의 풍매 종자로 조성된 

차대 시험림에서 가계 간의 변이가 존재했으며, 1 년생 묘령에서 묘고와 

근원경 모두 가계 간 생장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차대검정림을 통한 모수의 추정, 채종원 유전간벌 등 관리에 필요한 

육종학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차대의 생장 변이를 보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블록과 

가계, 그리고 블록 및 가계 의 교호작용 또한 생장량의 변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전력 계산 결과, 가계 유전력이 높게 

나왔으므로, 추후 선발 시 가계 선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체 유전력 역시 고려하여, 가계 선발 후 개체 선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선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토양 분석과 같은 기후 인자를 더욱 고려하여 생장량에 미치는 

유전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가계 선발 시 얻을 수 있는 개량효과를 추정한 결과, 묘고와 

근원경 모두에서 20% 이상의 효율이 예상되었다. 조기 선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유시생장과 벌기령의 

생장량에서 상관 관계를 파악해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가계 선발 시 DNA barcoding 결과, 그룹화된 즉,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들을 선발한다면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계통수 분석을 통해 알아낸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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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유전적 거리(genetic distance)를 고려하여 가계 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두 수종에 대한 목재 수요를 충당하고 충분한 

개량종자 및 묘목을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가계 선발을 

위한 본 연구가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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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tic Variation and Growth 

Characteristics among Open-pollinated 

Families of Burma Padauk  

(Pterocarpus macrocarpus) 

and Tracwood (Dalbergia 

cochinchinensis) in Cambodia 
 

Yeom Da -B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otal of 200 plus trees of economic timber species,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and Dalbergia cochinchinensis 

Pierre., were selected from across all natural stands in Cambodia. 

The plus trees were selected as mother trees so that the seeds 

from the 200 plus trees were collected and germin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half-sib (open-pollinated) progeny test plantation. 

There was a much variation of height and diameter at root collar 

(DRC) among plus trees and species. For Dalbergia cochinchinensis, 

the average age of selected 100 plus trees was 19.4 years old and 

the average of tree height was 14.8 m (ranged 7.0-25.0),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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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DBH was 25.5 mm (ranged 14.5-52.0), respectively. The 

scion of selected plus trees was collected and grafted for 

establishing two hectares clonal seed orchard of two species in 

2016. The seed orchard was established with a spacing of 5 x 5 m.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height, root 

collar diameter (RCD), and crown-width growth measured for each 

species. The average height of Pterocarpus was 95.7 cm (ranged 

73.6-127.1) and the average of RCD was 20.6 mm (range 16.9-

26.5). Dalbergia had the average height of 133.5 cm and the mean 

of best family showed 140 % higher height (187.5 cm) than the 

average. The average of RCD was also 18.6 mm and the highest 

family showed 221% superiority compared to the lowest. According 

to the two-way ANOVA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amilies in both species. The individual heritability was 0.16 

and the family heritability was 0.56. Since the heritability based on 

family mean was higher than the individual heritability, the family 

selection should be made rather than the individual selection. 

Among 100 open-pollinated in each species, the numbers of 

families showing higher height and DRC growth than grand mean 

were 26 families in Pterocarpus macrocarpus and 37 families in 

Dalbergia cochinchinensis. If we select the top 10 % individual 

(=thin out lower 90%) with superior height growth in seed orchards, 

the genetic gain of Pterocarpus and Dalbergia would be 24% and 

28.8% for height growt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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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phylogenetic analysis, 100 families of Dalbergia 

cochinchinensis were divided into 12 groups by genetic distance 

difference. 

 

Keyword : open-pollinated families, genetic variation, progeny test, 

genetic gain, Pterocarpus macrocarpus, Dalbergia 

cochinchinensis 

Student Number : 2016-2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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