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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본잎갈나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조림수종으로, 국내 대

경재 생산량 증가 및 목재 가공 기술의 발달에 따라 조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수종이다. 산림의 경제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임목

개량을 위해 전통적으로 차대검정 방식에 의한 수형목 유전검정이

수행된다. 그러나 국내 일본잎갈나무는 차대검정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진전세대 육성에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 수형목의 차대

검정을 대체하여 조림지 개체목의 가계도 재구성과 표현형 공간

분포 분석을 활용한 유전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개

체목과 모수를 선발하여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한 육종 재료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차대로 조성된 임

분을 후보 육종집단으로 선정하고 유전변이를 분석하였다. 차대

집단의 유전변이가 모수 집단에 상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육종집단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모수와 차대 집단의

유전적 구조는 전반적으로 동질적이었으나 내재된 유전적 그룹의

개수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종자 생산과 관련된 교배양식, 결실 풍흉 등에 따라 모수와 차대

집단 간의 유전적 특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육종 재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조림

지를 선정할 때에는 집단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

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다음으로 가계도 재구성을 통해 개체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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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를 배정하여 가계 정보를 취득하고 흉고직경 생장에 대한 유

전검정을 수행하였다. 생장에 대한 유전적 요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 정보와 공간자기회귀 구조의 공간적 요인을 고

려하는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계 정보만을 활용하는 모

형에 비해 육종가 예측값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차대

개체목과 모수의 육종가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지 내

에서 유전적으로 생장이 우수한 개체와 수형목 클론을 선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일본잎갈나무 육종 재료의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생장에 주요한 입지환경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장에 대한 입지환경 요인의 회귀분석에는 지리적 가중 회귀모형

이 일반적인 회귀모형에 비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분석을 활용하여 개체목 생장에 대한 각 요인의 회귀계수가 임분

내에서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전검정 대상 조림

지의 입지환경 특성과 사후 구획 양식 등 육종 재료의 체계적 관

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가계도 재

구성과 표현형 공간 분포 분석을 활용한 유전검정을 수행한 결과

차대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체계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리고 차대검정 기반이 미비한 수종의 임목 개량을 위해서도

본 연구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주요어 : 일본잎갈나무, 유전검정, 가계도 재구성, 공간 분포 분석

학 번 : 201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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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일본잎갈나무는 소나무과(Pinaceae) 잎갈나무속(Larix)에 속하는 수종

으로 국내에는 1904년 도입된 이래 주요 조림수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일본잎갈나무의 기간별 조림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1960~1972년에

34.9만 ha, 15년간의 제1~2차 치산녹화 기간 동안 38.8만 ha, 3~4차 산림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5.3만 ha가 조성되었다(NiFoS, 2012a).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잎갈나무 조림 면적이 감소했으나, 지난 5년간의 조림실적

은 다른 침엽수 수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일본잎갈나

무 산림면적은 27.3만 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156

만 ha)의 뒤를 잇고 있으며, 전체 산림면적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KFS, 2019, Figure 1-2). 임목축적은 42백만 m3로 전체 임목축적의 5%

를 차지하고,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56 m3으로 국내 전체 평균 임목축

적인 146 m3/ha에 비해 높다(KFS, 2019).

일본잎갈나무는 1990년대까지 대부분 소경재가 생산되었고 가공이 어

려워 목재 이용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잎갈나무 중‧

대경재 생산량 증가와 목재 가공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국산

재 자원으로 부상하였으며, 건축, 선박, 펄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목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NiFoS, 2019). 2018년 기준 국산 원목 소비

량 중 일본잎갈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 수준이나, 경제적 가

치가 높은 일반제재용 국산원목 소비량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6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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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은 잎갈나무속에는 일본잎갈나무를 비

롯해 유럽잎갈나무(Larix decidua, European larch), 서양잎갈나무(L.

occidentalis, Western larch), L. gmelinii, L. sibirica와 교잡종 등이 있

다. 잎갈나무속 용재수종의 임목 개량 연구는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임목 개량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유전적으로 개량된 일본잎갈나무 종묘 생산과 공급을 위해

145본의 수형목 선발과 251.7 ha의 채종원 조성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잎갈나무 목재 수요에 따라 조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조림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잎갈나무 우량 종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개화‧결실 촉진 기

술 개발, 다개화‧다결실 클론 선발에 관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수행되

었다(Kim et al., 2008; NiFoS, 2012b). 특히 최근에는 일본잎갈나무 경제

림 조성에 필요한 종묘 공급을 위해 채종원 조성, 개화‧결실 연구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임목 개량 연구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전적으

로 우수한 형질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임분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Fox et al., 2004).

임목 개량 연구에 의해 개량효과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육종 재료 내에서 우수한 가계 또는 개체가 반복적으로 선발되어 세대가

진전되어야 한다. 즉 차대검정을 거쳐 진전세대(advanced generation) 육

종 재료를 선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도입수종인 일본

잎갈나무에 대한 차대검정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일본잎갈나무 수요에 대응하여 진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

되는 차대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전검정과 개량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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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잎갈나무 개량 연구의 진전세대 육성을 위해 가

계도 재구성 및 표현형 공간 분포 분석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차대검정을

대체하는 유전검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임목 개량 연구의 차대검정에서는 가계(family)와 환경적 구

배를 고려하는 반복(block) 설계를 통해 목표 형질에 대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그들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

대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형목 차대(offspring)로 조성

된 조림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차대검정림과 달리 조림지에서는 가계

와 반복 등의 설계가 없기 때문에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림지를 활용한 유전검정을 위해서는 개체

목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사후에 확인하여 구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체목별 가계 정보와 표현형의 공간 분포 구조로

부터 각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고 여겨졌다. 1) 육종 재료로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전변이 분

석과 가계 정보 취득을 위한 가계도 재구성, 2) 유전적 요인인 가계 정

보와 환경적 요인의 고려를 위한 표현형 공간 분포 분석을 포함하는 유

전검정, 3) 표현형 공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분석의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단계별로 그에 해당하는 분석

을 수행하고 향후 연구 대상지 및 수종 확대 적용을 위해 연구하고자 했

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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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종자로 조성된 조림지 유전변이를 분석

하여 육종 재료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가계도 재구성 분석을

통해 유전적 요인에 해당하는 개체목 가계 정보를 확인한다.

둘째,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인 가계 정보와 함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표현형 공간

분포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전검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셋째,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생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입지환경 요인

의 영향 변화를 분석하여 육종 재료 관리를 위해 조림지 환경

구배를 확인하고 입지환경 정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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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적에 따른 연구 주제별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잎갈나무의 도입 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에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국에서 수집된 수

형목으로 구성된 채종원의 차대 조림지에도 상당한 양의 유전변

이가 있을 것이다.

2-1) 채종원의 동일 seed lot으로부터 유래된 개체들임에도 조림지 내

유사한 국소환경에 식재된 개체 간 생장 특성이 다른 것으로 보

아 유전적 소질에 의한 생장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2) 조림지 내에 생장 차이가 있는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 공간자기상관에 의한 공간 구조가 존재할 것이며, 이를 분리

하여 유전검정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유전적 소질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3) 일본잎갈나무 생장의 공간 구조를 야기하는 입지환경 인자가 존

재할 것으로 보이며,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조림지 특성

및 소구역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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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체계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잎갈나무 진전세대 육성을 위해 가계도 재구성

및 표현형 공간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유전검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먼저

채종원산 차대로 조성된 연구 대상 임분이 진전세대 육종 재료로 활용되

기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림지 개체목에 대한 분

자 표지자(molecular marker) 분석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유전변이를 보

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일본잎갈나무 임분 유전변이 및 가계도 재구

성’을 위해 채종원산 종자로 조성된 임분 2개소(강원 홍천, 경기 화성)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홍천 임분은 1990년 8.0ha 24,000본이 조림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림 후 30년이 경과한 시점의 잔존목 중 188본

을 연구 재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8년 조림되어 5년생에 도달한 화

성 임분의 채종원산 차대 146본을 함께 활용하였다. 총 334본에 대해 7

개 microsatellite marker (Isoda and Watanabe, 2006; NFSV, 2019)를

이용해 유전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수형목 모수 집단과 차대 2개

집단의 마커별 대립유전자 개수, 유효대립유전자 개수, 이형접합율 관측

값과 기댓값을 통해 유전변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체목별 가계 정보를

취득하고자 가계도 재구성(pedigree reconstruc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전형 자료로부터 우도 분석(likelihood analysis)에 의한 모계 분석

(maternity analysis)을 수행하는 CERVUS를 활용하여 차대 개체목 334

본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임목 개량의 가계 및 반복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구 대상지에서 사후에 확인하여 생장에 대한 유전검정 분석을 수행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림지 차대의 유전형(genotype)을 활용하여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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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림지 개체목의 모수 배정을 통해 가계

정보를 확인하고 유전검정에 필요한 유전적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일본

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의 유전검정’에서는 성목의 표현형에 대한 유전

검정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화성 임분을 제외하고 홍천 임분을 연구

재료로 활용하였다. 가계도 재구성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개체목별 가계

정보를 이용하여 육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혼합선형모형인 animal

model로 유전검정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차대검정림과 달리 사전의 반

복 설계가 없는 조림지에 대해 유전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

인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입지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흉고직경 표현형의 공간 분포 구조를 파악하여 유전검정

에 활용하였다. 행과 열에 대한 자기회귀 행렬간 크로네커곱(Kronecker

product)인 AR1⊗AR1의 공간자기회귀(spatial autoregression) 구조를

이용하였다. 이 구조를 추가로 고려하는 animal+AR1⊗AR1 model을 활

용하여 유전검정을 수행하고 animal model과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Cullis et al., 1998 ; Gilmour et al., 2015). 즉 가계 정보만을 활용하는

유전검정과 표현형 공간 분포를 함께 고려하는 유전검정의 정확성을 비

교했으며, 정확성이 향상된 후자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진전

세대 육성에 활용할 개체와 가계 선발을 위해 개체목과 모수의 육종가를

예측하였다.

선발된 진전세대 활용에 의한 개량효과 증대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육

종 재료의 관리를 위해서는 조림지 입지환경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지

환경 요인들의 영향 변화를 분석하고 조림지 내 소구역을 구획하여 육종

재료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생

장과 입지환경 요인 회귀분석’에서는 수치지형도와 토양분석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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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GIS를 활용하여 개체목별 입지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상관 및 회귀

분석에 의해 홍천 임분의 일본잎갈나무 흉고직경 생장에 대한 주요 5개

요인(clay, total nitrogen, aspect, wetness, Na+)을 선정하고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일반 회귀

분석과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의 적합성을 비교했으며, 조림지 내에서 요

인별 지리적 가중 회귀계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유전검정 대상 조림지의

입지환경을 평가하고 임분 내 소구역 구획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경 구배에 따른 실험 설계가 선행되는 차

대검정과 달리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제어하기 어려운 일반 임분을 활용

하여 일본잎갈나무 유전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가계도 재구성과

표현형 공간 분포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일본잎갈나무 진전세대 육

종 재료가 되는 조림지의 입지환경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여 육종집단 관

리와 개량효과 증진에 필요한 연구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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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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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사

제1절 잎갈나무속 개량 연구

잎갈나무속(genus Larix)은 소나무과(Pinaceae)에 속하며 기본종 13종

과 함께 종간교잡으로 발생된 변종을 포함한다(Mamet et al., 2018). 아

시아에 9개 수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생종 잎갈나무(Larix

olgensis)와 일본의 일본잎갈나무(L. kaempferi), 유라시아 대륙의 L.

gmelinii, L. sibirica, L. cajanderi 등이 있다. 북미에 3개 수종(L.

larcina, L. lyalii, L. occidentalis), 유럽에 L. decidua가 자생한다(Figure

2-1).

잎갈나무속 수종에 대한 분류학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나 형

태적으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Mamet et al., 2018). 첫 번째

그룹은 한대 및 온대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그룹으로, L. sibirica

(Siberian larch), L. gmelinii (Dahurian larch), L. cajanderi (East

Siberian sub taxa of L. gmelinii), L. decidua (European larch)가 여기

에 속한다. 두 번째 그룹은 잎갈나무속 남방한계선 부근의 산악지역에

분포하며, L. occidentalis (Western larch), L. lyallii (Subalpine larch),

L. kamtschatica (Kamchatka larch), L. kaempferi (Japanese larch), L.

olgensis (Korean Dahurain larch), L. principis-rupprechtii (Prince

Rupprecht’s larch), L. potaninii (Chinese larch), L. griffithiana

(Himalayan larch)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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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Global distribution of genus Larix (Map from Karlman

(2010); Modified by taxonomy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Mamet et al. (2018))

이들 중에 일본잎갈나무, 서양잎갈나무(L. occidentalis, Western

larch), 유럽잎갈나무(L. decidua, European larch), L. sibirica, L.

gmelinii 등은 용재수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생종 잎갈나무(L. olgensis)와 일본잎갈나무(L.

kaempferi)가 생육하고 있는데, 잎갈나무는 북위 37° 이북에 분포하며

분류학적으로 다양한 이명(異名)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잎갈나무는 일본

후지산을 포함한 본주의 일부 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Katayama et

al., 1964; Figure 2-2), 우리나라에는 20세기 초에 도입되어 널리 식재되

었으며 일반적으로 낙엽송이라고 불린다. 일본잎갈나무는 소나무과 수종

중 유일한 낙엽교목으로 수고 20~30 m, 지름 1 m 정도까지 생장하며,

남부 해안을 제외한 표고 200~1,200 m의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육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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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NiFoS, 2019). 생장이 우수하고 통직하며 내병성 및 적응성이 높

은 편이어서 원산지인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토목, 가구,

건축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Lai et al., 2014), 채종원이 조성되어

종자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일본잎갈나무와 유럽잎갈나무의 교잡종은

잡종 강세에 의해 우수한 생장을 나타냄에 따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Pâque et al., 2006; Greenwood et al., 2015;

Marchal et al., 2017).

Figure 2-2. Distribution of Larix kaempferi in (a) Japan (natural range;

Katayama et al., 1964) and (b) South Korea (reforestation)

(Kang et al., 2016)

한편 임목 개량의 지속적인 연구와 결과 활용을 위해서는, 진전세대

육성 및 조림을 위한 종자 생산이 필요하며 개화, 결실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일본잎갈나무를 포함한 잎갈나무속 수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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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생산이 저조하다는 특성이 있다(Slobodník, 2002; Colas, 2008). 이

들은 3~10년의 불규칙한 종자 결실 주기를 가지며, 이른 봄에 개화하여

늦은 서리 및 강설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또한 화분 생산량 및 암꽃

의 양이 적은 편이고, 배(embryo)의 퇴화가 빈번하게 관찰되며 종자 충

실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종자활력도 빠르게 상실된다. 이에 더해 개체

및 가계(family) 간에도 개화·결실량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며, 기상인

자의 영향도 받는다. 일본잎갈나무 개화·결실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자로

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2년에 걸친 개화·결실 주기로 인해 전년도 기

상 여건과 함께 5~7월의 일조일수 및 강수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입지 조건과 무육 작업, 병해충 방제 등 산림 관리를 위한

시업도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NiFoS, 2019).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잎갈나무속의 저조한 개화‧결실 원인에 관한 연구(Kosiński, 1987)

를 비롯하여 환상박피 처리(Lee et al., 2011; Matsushita et al., 2020),

대량의 인공 수분(mass artificial pollination; Colas, 2008) 등 개화‧결실

증진을 위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일본잎갈나무 자생지인 일본에서의 개량 연구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

다. 2000년까지 530본의 수형목이 선발되었고, 관동, 동북, 북해도 지역에

서 개량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35개소가 172 ha에 걸쳐 조성되었다.

북해도에서는 L. gmelinii 조림지로부터 선발이 진행되어 교잡 채종원

조성에 활용되었으며, 생장 및 재질 관련 개량 연구, 차대검정, 산지시험

등이 진행되었다(Susumu, 2005; Fukatsu et al., 2015).

중국에는 19세기 말 일본으로부터 일본잎갈나무가 도입되었으며 자생

종인 L. olgenesis 에 비해 유시 생장속도가 빠르고 목재 특성, 내병성,

적응력이 우수하여 펄프재 활용을 위해 조림되었다. 1996년에는 유전자

원 확보를 위해 일본의 7개 채종원, 84개 임분의 128개 가계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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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용재수종 육성을 위한 개량 연구를 진행 중이다(Diao et al.,

2016). 최근에는 일본잎갈나무 개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론검정, 조기

선발 수령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리그닌 생합성 관련 유

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Liu et al.,

2017), 엽록체 유전체 지도 작성(Chen et al., 2020) 등 분자생물학적 연

구도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잎갈나무는 1904년 일본에서 도입되었으며, 1956년부

터 1987년까지 11개국 65개 산지의 잎갈나무속 5개 수종 종자를 도입하

여 14개소에서의 적응성 검정 연구가 수행되었다(NiFoS, 2016a). 한국,

일본, 프랑스, 스코틀랜드 4개국 7개 산지의 15년생 임분에 대한 산지시

험 연구 결과, 일본잎갈나무가 교잡종(L. decidua × kaempferi)에 비해

평균 단목 생장이 110% 우세했다. 산지별 비교를 통해 일본의 후지산과

국내 광릉 산지, 식재 지역별로는 춘천에 식재된 임분의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Han et al., 1986). 1959년부터 1980년에 걸쳐 145본의

수형목이 선발되었고, 개량 종자 생산을 위해 1968년부터 2019년까지

306.2 ha의 채종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일본잎갈나무 개

량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수

행되었는데, 이는 잎갈나무속 수종의 특성상 생물학적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Colas et al.,

2008). 잎갈나무속 수종의 저조한 종자 생산 특성은 개량된 육종 재료의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량 연구의 진전세대 육성에도 장애 요인으

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채종원 종자 생산에 대한 간벌 효과를 비롯하여

개화량 증진을 위한 환상박피 처리 방법과 시기 구명 연구, 일본잎갈나

무 다개화클론 선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NiFoS, 2019). 0~70% 범위

내에서 간벌율이 증가함에 따라 개화목 비율이 증가했고, 환상박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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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착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5년에

수행된 클론간 암꽃 개화량 변이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다

개화클론이 선발되었다(Kim et al., 2008). 또한 낙엽송 개화·결실을 증진

하기 위해 개화에 관여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작을 구명하고 개화촉진에

관여하는 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NiFoS, 2012). 환상

박피 처리를 할 경우 주간 상부에 영양분이 축적되어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생식생장 변화를 촉진하고 화아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대사물질 함량 변화 분석 결과 주간수피의 sucrose와 전질소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그간 우리나라의 일본잎갈

나무 개량 연구는 그 산물인 종자의 지속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채종원

종자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서양잎갈나무는 미국 북서부의 Columbia 강 상부 유역에 자생하는데

잎갈나무속의 다른 주요 수종과 같이 유시 생장이 빠르고 크게 자란다

(Funda et al., 2008). 목재의 상업적 가치 뿐만 아니라 생태적, 심미적

측면에서 비목재적으로도 중요한 수종으로, 1900년대 초반부터 유전변이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선발과 보존을 위한 교배양식 연구도 수행되었

다(Funda et al., 2008). 임목 개량에서는 가계도 재구성을 활용한 선행

연구 사례가 많지 않은데, 서양잎갈나무는 그 대상 수종 중의 하나이기

도 하다(Lstibůrek et al., 2020). Funda et al. (2008)은 서양잎갈나무 시

험림 집단에 대해 부계분석(patern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양잎갈나무 개량 연

구의 목적은 1) 재적 및 재질이 우수한 개체 육성, 2) 유전다양성 유지,

3) 개량 종자의 지속적 생산 연구이다. 1987년부터 일반조합능력(general

combining ability)에 기반하여 순환선발(recurrent selection) 연구가 수

행되었다. 2007년 기준 개량 종자의 조림 비율이 70% 수준이며, 교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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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별 인공교배는 65%가 완료되었다. 개량효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유전

변이, 산지시험, 교배양식, 개화, 수형조절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Jaquish, 2007).

유럽잎갈나무는 유럽에서 건축재, 제재용 원목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내구성이 우수하여 실외 활용을 위한 목재로서 수요가 높다

(Blanc-Jolivet et al., 2018). 이에 따라 유럽잎갈나무 목재는 유럽 목재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본잎갈나무, L.

sibirica, 교잡종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북유럽의 용재수종 중 잎갈

나무류의 비율은 낮으나, NordGen Forest (2017)의 국가별 보고서에 따

르면 2016년 기준 핀란드에는 L. sibirica 채종원이 55 ha 조성되어 있

다. 여기서 생산된 종자는 아이슬란드 등 주변국으로 개량 종자가 수출

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1940년대 잎갈나무류 선발 육종이 시작되었

으나 종자 생산이 저조하여 개량 연구가 정체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

서며 재개되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Towards a European larch

wood chain’ 프로젝트를 통해 EU 9개국간 잎갈나무속 산업·연구 협력이

진행되었다(Larsson-Stern, 2003). 또한 합법목재 교역을 위해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마커가 개발되는 등 유용 용재

수종으로의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lanc-Jolivet

et al., 2018). 일본잎갈나무와 유사하게 유럽잎갈나무도 경제적, 생태적

가치가 높아 자생 지역인 알프스 산맥 등지를 벗어난 지역에 널리 식재

되었다. 유럽잎갈나무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건조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만, 내건성 등의 특성에 대해 유전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유럽잎갈나무 개량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유

전 다양성 보존과 지역별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Lstibůrek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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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갈나무속 수종은 러시아와 몽골에서도 분포 범위가 넓고 경제적 가

치가 높아 중요한 목재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L.

gmelinii, L. sibirica의 목재 특성, 지리적 변이, 생육과 관련된 입지 환

경 주제부터 분자생물학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iang et

al., 2014; Nechaeva et al., 2017; Tumenjargal et al., 2020).

이와 같이 잎갈나무속 개량 연구는 크게 위의 3개 수종(일본잎갈나무,

서양잎갈나무, 유럽잎갈나무)과 일부 교잡종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최근

에는 L. gmelinii와 L. sibirica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주제는 1) 유전검정 및 개량효과 추정, 2) 개량 목표 형질 간 상관관계

분석 3) 개량 연구 효율 제고의 3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유전검정 및 개량효과 추정 연구에서는 수고, 흉고직경, 통직성 등 생

장 형질 및 목재 강도 등 재질 특성에 대한 유전력과 개량효과를 추정하

였다(Mihai and Teodosiu, 2009; Pâques et al., 2010; Lai et al., 2014;

Diao et al., 2016; Pan et al., 2018). 유럽잎갈나무 개량 연구에서는 채종

원을 대상으로 광의의 유전력(broad-sense heritability)을 추정한 결과,

흉고직경과 수간 형태에 대해 각각 0.773과 0.591로 추정되어 유전적 요

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hai and Teodosiu, 2009). 여

기에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구 재료가 채종원인 것으로 보

아 클론 검정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잎갈

나무와 일본잎갈나무의 교잡종인 Larix × eurolepis의 목재 강도에 대한

유전적인 개량 연구에 따르면, 16년생 차대 및 19년생 클론 검정 결과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에 대한 협의의 유전력(narrow-sense

heritability)은 0.36, 상위 5% 선발에 의해 기대되는 개량효과는 지역별

로 12.3~30.0%였다(Pâques et al., 2010). Lai et al. (2014)은 일본잎갈나

무 78개 클론의 2~15년생의 수령별 수고, 흉고직경 및 재적에 관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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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repeatability)과 5% 선발 강도의 개량효과를 추정하였는데, 15년생에

서 추정된 개량효과는 각 표현형에 대해 19.0%, 22.9%, 56.2%였다. 일본

잎갈나무에 대한 또 다른 클론검정 연구에서는 2~30년생에 걸쳐 수령별

로 수고와 흉고직경에 대한 20% 선발강도의 개량효과를 추정하였으며,

30년생에 이르러 6.5%, 14.0%의 개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n et al., 2018). 일본잎갈나무 풍매 가계에 대한 차대검정 연구에 따

르면 수고, 흉고직경, 재적에 대해 가계 및 식재 지역별로 성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생에 대한 10% 선발 강도에 따른 재적의 개

량효과는 2개 지역에서 34.4%, 6.04%로 상이하게 나타났다(Lai et al.,

2014).

잎갈나무속의 재적 생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량 연구의 연장선상에

서 생장 형질에 대한 유전검정에서 나아가 목재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Fukatsu et al., 2015; Pâques et al., 2010).

Fukatsu et al. (2015)과 Pâques et al. (2010)은 각각 일본잎갈나무와 교

잡종을 재료로 하여 생장과 재질 특성을 동시적으로 개량(simultaneous

genetic improvement)하기 위해 유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Fukatsu

et al., 2015). 일본잎갈나무 인공교배에 의한 전형매 가계 30년생을 대상

으로 생장 형질(수고, 흉고직경)과 목재 강도(stress wave velocity), 목

재 밀도, Pilodyn 침투 깊이(Pilodyn penetration depth)에 대한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장 형질은 목재 강도 및 밀도와 정의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목재 특성 간에도 높은 유전적 상관을 나타냄에 따라 동

시적인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럽잎갈나무에서는 목재 강

도와 생장 형질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흉고직경과는 부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Pâque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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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로는 수형목 차대에 대한 유전분석

을 통한 가계도 재구성(pedigree reconstruction) 기술 개발 및 적용 연

구와 수령별 생장 특성 상관분석에 의한 조기 선발 수령 추정 연구가 있

었다. 임목 개량을 위한 가계도 재구성 연구는 다른 수종에서도 적용되

었으나, ‘Breeding without Breeding’ (BwB) 개념으로 특히 서양잎갈나

무에 적용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El-Kassaby et al., 2009;

El-Kassaby et al., 2011; Klápště et al., 2004; Lstibůrek et al., 2020).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사는 제3절 ‘임목의 유전검정

을 위한 가계도 재구성’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기선발 수령 추정을 위한 임령간 상관분석 연구는 최근 들어 중국에

서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차대검정 또는 선발 클론검정으로 진행되었다

(Lai et al., 2014; Diao et al., 2016; Pan et al., 2018). 앞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Diao et al. (2016)은 2개 지역(하북성, 요녕성)의 풍매차대 가계

의 수령별 생장을 조사하여 수고와 흉고직경에 대한 조기 선발 수령을

각각 4, 5년으로 추정하였다. Pan et al. (2018)은 57개 클론을 대상으로

수령별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7년생과 30년생에서의 선발 결과가 같게

나타남에 따라 일본잎갈나무의 조기 선발 수령으로 6~8년생이 적절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잎갈나무 조기 클론 선발을 위한 수령

은 6년생, 10년생 등으로 추정된 바 있다(Pan et al., 2018). 이와 같이

잎갈나무속 조기 선발 수령에 대한 연구는 모두 중국의 일본잎갈나무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는 중국에서 일본잎갈나무 개량을 위한 진전세

대 육성 연구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Diao

et al. (2016)을 제외하고는 클론검정에 의한 연구 결과임을 감안하여 전

형매 또는 반형매 차대검정에서는 유전모수의 추정 결과는 다를 수 있음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0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는 20세기 초 도입된 일본잎갈나무에 대

한 적응성, 산지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선발된 수형목으로 조성된 채종원

의 종자 생산량 증대를 위해 개화‧결실 증진을 위한 관리 기술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국외 잎갈나무속 개량 연구와 같이 점진적인

개량 효과 증대를 위한 진전세대 육성 연구는 국내에서는 수행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 일본잎갈나무의 목재 수요가 적었으며, 도

입수종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1990년까지만 해도 국내 일본잎갈나무 목

재는 소경재 위주로 생산되었고 가공이 어려워 이용이 저조하였다. 그리

고 국외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풀(pool)이 제한적인 것으로 여

겨져 개량효과가 기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선발된 수형목으

로 조성된 채종원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육종 단계에 있었으며(NiFoS,

2019), 진전세대 육성에 의한 개량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중‧대경재 생산량 증가와 목재 가공 기술 발전

에 따라 일본잎갈나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

전세대 육성을 통한 개량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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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잎갈나무속 유전변이

임목 개량을 위해서는 천연집단 및 선발된 육종집단의 유전변이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Isabel et al., 2020). 유전변이는 자연선발 및 인공

적인 선발에 대한 집단의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Bouffier

et al., 2008), 육종집단의 유전변이는 차대의 적응성, 생물‧비생물적 스트

레스에 대한 저항성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유전적인 개량 및 장기적인

개량 잠재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Jin et al., 2016). 임목의 유전변이에

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보존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

다(Nechaeva et al., 2017). 그리고 생장 속도, 목재 특성, 내병성, 내건성,

내한성 등 임목 개량을 위한 선발에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적응

형질의 변이에 관한 연구에도 필요한 과제이다(Eckert et al., 2009).

일본잎갈나무는 유시 생장 속도가 빠르고 통직하여 동북아시아를 비롯

하여 유럽 등지에서 주요 용재수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잎갈나무, 서

양잎갈나무, L. gmelinii, L. sibirica 등 같은 잎갈나무속의 수종들도 각

국에서 종자 생산 및 용재수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목재 활용을

위한 개량 연구 대상 수종으로서 임업에서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임분에서도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한다(Nechaeva

et al., 2017). 따라서 잎갈나무속 주요 수종에 대해 유전변이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연구로도 확대되고

있다. Liu et al. (2017)은 일본잎갈나무의 목재 활용을 저해하는 리그닌

함량이 감소된 자원 육성을 위해 그 생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ACCASE 유전자의 201개 SNP를 확인하였다. 보존이 필요한 L.

potaninii var. chinensis의 엽록체 전장유전체 서열이 분석되었고(Han et

al., 2017), L. sibirica의 엽록체 유전체 서열 분석을 통해 13개의 SN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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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SSR loci가 식별되었다(Bondar et al., 2019). 미토콘드리아 유전

체 서열의 short read와 long read를 활용한 조립 결과 11.7Mbp로 현재

까지 알려진 mitogenome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Putintseva et

al., 2020). 중국 북부 지역에서 생태적, 상업적 가치가 높은 L.

principis-rupprechtii에 대해서는 marker assisted selection (MAS)에

의한 유전적 개량을 위해 6,099개의 SNP를 포함하는 12개의 연관 그룹

(linkage grop)을 포함하는 고밀도 유전자 지도가 작성되었다(Dong et

al., 2019). 그리고 최근 일본잎갈나무에 대해서도 엽록체의 전장유전체가

분석되어 종내 변이에 대한 계통 분석에 활용되었다(Chen et al., 2020).

잎갈나무속 수종의 유전변이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일본잎갈나무 자생

지인 일본 후지산 천연집단에 대한 유전 다양성과 임분간 유전적 분화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Nishimura and Setoguchi, 2011). 이 연구

에서는 Isoda and Watanabe (2006)에 의해 일본잎갈나무에서 개발된

microsatellite marker 중 11개를 이용해 1,300~2,700 m 고도에 위치하는

6개 집단 249본의 개체목을 대상으로 유전적 구조와 변이를 분석하였다.

집단이 위치한 고도 변화에 따라 수목의 표현형(tree architecture) 차이

가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단에서의 이형접합도 기대값

(expected heterozygosity, HE)은 0.717-0.762 수준에서 고르게 나타나 파

편화된 임분들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전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었

다. Pairwise FST를 통해 고도별 집단 간 유전적 흐름은 다른 상록침엽

수림에 의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MOVA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STRUCTURE 및 거리에 따른 격리(isolation by

distance) 분석에 따르면 개체목들에서 뚜렷한 유전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전 집단의 유전적 구조가 동질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에 대한 원

인으로는 일본잎갈나무 종자의 장거리 비산과 더불어 화산 활동 및 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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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으로 인해 집단이 형성된 역사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잎갈나무의 종자에는 날개가 있어 바람에 의한 비산이 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고도별 집단 간 유전적 구조의 동질성의

원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분 및 종자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엽

록체 및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이 필요하다.

유럽잎갈나무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알프스산의 고도별 천연집단

에 대한 유전적 분화가 연구되었다(Nardin et al., 2015). 1,350~2,300 m

에 위치한 4개 시험구의 총 788본에 대해 13개 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HE가 0.739~0.761로 높은 수준의 유전변이가 나타났

다. 일본잎갈나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 간의 유전적 분화 수준이 낮아

활발한 유전자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도 시험구간 유전자 흐름의 직접적인 추적을 위한 분석은 진행되

지 않았다. 다만 다른 침엽수종에 비해 잎갈나무속 수종의 화분이 무거

워 장거리 비산된 화분의 비율은 낮을 수 있으나 시험구가 유전적으로

연결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하였다. 각 시험구

내에서의 유전적 공간 구조(spatial genetic structure)는 다르게 나타남

에 따라 전체적으로 동질적인 유전적 구조와는 다르게 다양한 유전적 역

학(genetic dynamic)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미의 서양잎갈나무와 L. lyallii에 대해서도 microsatellite marker에

의한 집단 유전변이 연구가 수행되었다(Khasa et al., 2006). 이 연구에서

는 북미 대륙에 자생하는 같은 잎갈나무속 수종임에도 상반된 분포를 나

타내는 위 2개 수종의 각각 9개, 19개 집단을 대상으로 7개 마커를 활용

하여 유전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L. lyallii 는 고

도 2,600 m 이상에서 나타나는 고산 수종으로 캐나다 남부의 Rocky 산

맥부터 북서부 내륙 및 Cascade 산맥 북부에 주로 나타나며, 돌과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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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토양에서 생육하며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다(Arno, 1990). 반면

서양잎갈나무는 760~2,300 m 고도의 British Columbia 일부 지역과 미국

의 Washington 및 Oregon 의 Cascade 산맥 동쪽 사면을 따라 생육한다

(Schmidt and Shearer, 1990). 이렇듯 상이한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2개

수종을 함께 분석한 결과 서양잎갈나무 집단의 HE는 0.580, 대립유전자

개수(다형성이 나타난 유전자좌당 평균 대립유전자 개수)는 5.51였고, L.

lyallii에 대한 각 지표는 0.418, 3.6이었다. 즉 서양잎갈나무에 비해 L.

lyallii 집단에서 낮은 수준의 유전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집단의 유전적

분화에 대한 추정값(θ, RST)은 서양잎갈나무(0.05, 0.04)에 비해 L. lyallii

에서 높아(0.07, 0.15) 유전적 흐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수종의 분포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잎갈나무속 유전적 변이와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잎

갈나무속의 유전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집단 또는 시험구간 유전

적 구조 및 분화 형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목에서는 일반적

으로 유전적 구조 형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Hamrick et

al., 1992; Nardin et al., 2015), 잎갈나무속 연구 결과를 통해 이와 일관

된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잎갈나무속 집단의 유전적 변이와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화분 및 종자 비산 방식에 관한 연구로는 잎갈나무속 클론 채종원 및 일

반 임분에서 교배양식 분석이 수행되었다. 일본잎갈나무 클론 채종원에

서의 교배양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분친별 기여도가 0~12.4%로 다르

게 나타났고 자가교배(selfing)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 150 m 반경 내

에 있는 클론 간 교배율이 약 65.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 et al., 2018). 일본잎갈나무 10개 클론으로 구성된 채종원의 교배

양식 연구에서는 채종원 내 시료 채취 위치에 따라 화분친 기여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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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자가교배율이 3.1%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선발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Hansen, 2008). 유럽잎갈나

무 일반 임분에서의 화분 비산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교배율은

0.0268로 낮았다. 그러나 화분의 평균 비산 거리는 커널 모형(Weibull,

exponential-power dispersal kernel)에 따라 111, 167m로 분석되어 다른

침엽수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urczyk et al.,

2019). 잎갈나무속 수종의 화분은 다른 침엽수종에 비해 무거워 평균적

으로는 중간 수준의 비산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문비나

무나 Scots pine의 화분 비산 거리(각각 880 m와 1,000 m)에 비해 잎갈

나무속의 경우 그 거리가 약 300 m로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Nanson,

2004; Sjögren et al., 2008; Nardin et al., 2015; Burkzyk et al., 2019).

중부 유럽 및 알프스 지역의 유럽잎갈나무에서는 다른 침엽수종에 비해

유전적 구조가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잎갈나무속 화분

의 비산 능력이 낮다는 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Wagner et

al., 2015).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잎갈나무속(L. sibirica, L. gmelinii)

유전변이 연구 결과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이형접합도 결핍(heterozygote

deficiency)이 관찰되었다(Oreshkova et al., 2013). 이는 근친교배의 영향

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잎갈나무속 수종 화분 기낭(air

pack) 부재로 인한 자가수분(self- pollination)을 들었다. 이러한 경향에

서 유럽잎갈나무 채종원 및 자연 집단에서의 타가교배율(tm)이 각각

0.852와 0.675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는 자가교배(selfing)보다

는 근친교배(inbreeding)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Mihai et al.,

2019; Paule and Gomory, 1992; Lewandowsk and Birczyk, 2000).

이상과 같이 잎갈나무속 집단의 유전변이 및 교배양식 연구를 살펴본

결과 화분 비산(pollination) 등에 의해 유전자 흐름이 활발하고 타가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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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세하여 임목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수준에 달하는 높은 유전변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전자 흐름과 관련하여 화

분의 비산 능력이 다른 침엽수종에 비해 낮으며 화분친 기여율도 개체목

에 따라 변이가 관찰됨에 따라 종자의 풍흉 및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유전 다양성과 활발한 유전자 흐름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은

수종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일본잎갈나무와 같이 외국에서 도입된 수종의 경우, 원산지

에서 선발된 일부의 우수 개체들이 조림 재료의 모집단이 된다. 형질 개

량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선발을 통해 육종 세대가 진전됨에 따라 유전변

이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근친교배에 따른 개량효과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임목 개량에 의해 생산

된 채종원산 종묘를 활용한 조림이 유전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Chaisurisri and El-Kassaby, 1994; Rungis et al., 2019;

Iwasaki et al., 2019). 채종원산 종묘를 활용한 조림과 모수 집단의 유전

다양성을 비교해 볼 때 대개는 감소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종자 결

실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 생태적 특성에 의해 그 다양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림지 임분을 대

상으로 육종 재료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선정된 임분의 유전변이

파악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

유전검정 대상 조림지를 평가하고 수형목과 차대 집단의 유전변이를 비

교하였다. 이를 통해 유전검정 대상 조림지 임분을 진단하고 후속적인

개량 연구 진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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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목의 유전검정을 위한 가계도 재구성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임목 개량 연구는 선발,

육성, 검정을 통해 반복적인 선발(recurrent selection)을 진행한다

(Namkoong et al., 1988; Grattapaglia et al., 2018). 이를 위해 교배 및

풍매 종자 채취에 따르는 차대검정림 조성‧관리 단계 등이 포함되며, 이

들이 벌기령에 이르는 시점까지 표현형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

인 임목 개량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

된다. 이러한 유전검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분자

생물학 및 생물통계학적 연구 기법 등이 임목의 유전분석에 적용되고 있

는데, Hansen et al. (2020)은 이를 2개의 접근 방식으로 나누었다. 하나

는 genetic dissection (Grattapaglia et al., 2018), genomic selection

(Meuwissen et al., 2001; Isik, 2014) 과 같이 표현형질과 관련된 다형성

마커 분석에 기반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개 수많은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마커를 활용하는데 아직

까지 임목 개량 분야에서는 효용성이 낮은 편이다. 다른 하나는 임목개

량 연구에 기반하는 방법으로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데 분자표지자를 활

용하는 가계도 재구성(pedigree reconstruction) 방법이다. 임목개량 분야

에서 활용되는 가계도 재구성 기술은 분자생물학적 실험 및 통계분석 방

법론의 발전과 함께 개량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단축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Hansen and McKinney, 2010; Wang et al.,

2010). 임목 개량에서의 가계도 재구성 분석 방법은 Lambeth et al.

(2001)에 의해 혼합된 화분의 교배(polymix breeding)에 따른 화분수를

판별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장 먼저 활용된 이후, Breeding without

breeding (BwB, El-Kassaby and Lstibůrek, 2009), Quasi-fiel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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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 and McKinney, 2010), Ad hoc breeding (Xu et al., 2018), In

situ genetic evaluation (Lstibůrek et al., 2020) 등의 명칭으로 제안되었

다. 기존의 임목 개량 연구에서 수형목 간 교배 또는 풍매 차대로 조성

한 차대검정을 대체하는 방법을 활용해 개량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유전모수(Genetic parameter)와 육종가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Doerksen and Herbinger 2010; El-Kassaby et

al., 2011; Klápště et al. 2017; Vidal et al. 2015; Bouffier et al. 2019).

가계도 재구성의 기본적인 개념은 가계 정보가 불충분한 차대에 대한

유전 분석을 통해 모수 또는 화분수를 파악하고 육종가를 추정함으로써

개량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El-Kassby et al., 2011). 임목 개

량 연구에서 표현형 선발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채종원산 종자로 조성

되었으나 가계 정보는 없는 조림지에서의 선발이 성공적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었다(Lindgren and Wei, 2007; El-Kassaby and Lindgren,

2008; Wang et al., 2010). 그리고 개체를 선발한 이후 고해상도의 분자

표지자 기술을 활용해 그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이 분석 방법이 제안되었던 것이다(Wang et al., 2010). 분자생물학

적 실험에 기반한 가계도 재구성 분석이 널리 활용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microsatellite marker 분석 기술의 등장과 통계적인 기법의 발전

을 꼽을 수 있다(Jones et al., 2010).

Microsatellite marker (simple sequence repeat, SSR)는 진핵생물

genome에 존재하는 2~6 bp motif의 반복성 염기서열인데, 반복 수에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Goldstein and Schlötterer,

1999). 공우성(codominant) 마커이며 다형성이 높아 임목 육종 연구, 집

단유전학, 생물지리학 및 보전생물학 분야 등에서 활용성이 높다(Chase

et al., 1996; Le et al., 2016). 임목 육종 분야에서도 micro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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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r의 상용화에 따라 가계도 재구성 분석 기술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Yuan et al., 2016), 현재에도 이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마커 중 하

나이다(Hansen et al., 2020). 최근 들어서는 임목의 가계도 재구성을 위

해 단일염기다형성(SNP) 마커 분석이 적용된 연구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으나, 임목 개량 분야에서는 대부분 microsatellite marker가 사용되어

왔다(El-Kassaby et al., 2011; Hanset et al., 2011; El-Kassaby et al.,

2015; Bouffier et al., 2019).

가계도 재구성 분석은 여섯 종류의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Jones

et al., 2010). 여기에는 exclusion, categorical allocation, fractional

allocation, full probability parentage analysis, parental reconstruction,

sibship reconstruction이 있는데 가계 분석(parentage analysis)에서는

CERVUS (Kalinowski et al., 2007)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이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다. CERVUS에서는 categorical allocation과 parental

reconstruction이 가능한데, 이 프로그램이 가계도 재구성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분석 방식이 적절하기 때문이며, 부가적으로는 운

용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한 가정들을 확인, 조정할 수 있는 독립

(stand-alone)된 프로그램이라는 장점도 있다(Jones et al., 2010).

CERVUS에서는 부모-차대 쌍에 대한 Logarithm-of-odds (LOD) 값을

계산하여 전체 차대에 대한 가계를 배정하는 데에 이용한다. 시뮬레이션

을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보 모수(candidate parent)의 LOD 값의

차이인 Δ의 임계값을 산출하여 배정 결과의 신뢰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에서 살펴볼 임목 개량 연구의 가계도 재구성 분석에는 모두 이 프

로그램이 활용되었다.

El-Kassaby and Lstibůrek (2009)는 Pseudotsuga menziesii

(Douglas-fir)에 BwB를 모의 적용한 결과 전통적인 임목 개량에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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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의한 유전적 반응(genetic response) 대비 75~85% 수준을 달성 가

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분석 체계의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들

이 수행되었다. El-Kassaby et al. (2015)은 Pinus contorta (lodgepole

pine)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에 대한 가계도 분석(Full pedigree

reconstruction)이 모수를 알고 있는 표본에 대한 가계도 분석(Partial

pedigree reconstruction)에 비해 효율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Quasi-field trial (Hansen and McKinney, 2010)에서는 크리스마스 트

리로 활용되는 Abies nordmanniana를 대상으로 가계도 재구성과 모수

의 유전검정을 수행하였다. 99개 클론으로 구성된 채종원에서 생산된 차

대에 대해 12개 microsatellite marker를 활용한 결과 유전력이 높은 형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육종가 추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유전력이

높지 않은 형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차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가계도 재구성에 의한 유전검정 시 배정된 모수 내역

이 편향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큰 결점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후 Xu et al. (2018)은 A. bornmülleriana에 대해 Quasi-field trial에 의

한 ‘Ad hoc breeding’ 연구를 통해 bacward selection과 forward

selection을 수행하고 이들을 활용한 체세포배 발생을 통한 개체목 생산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음 연구에서는 A. procera (nobel fir)에 대

해 Ad hoc breeding을 적용하였으며 SSR marker의 변이 부족에 따라

SNP를 활용한 가계도 재구성을 통해 표현형에 근거하여 선발한 개체목

들의 육종가를 예측하였다. 674본 중 45본 개체를 선발함에 따라 2개의

목표 형질(크리스마스 트리 평가 점수, 가지 각도 점수)에 대한 개량효과

를 각각 16%, 10%인 것으로 기대했다(Hansen et al., 2020).

그리고 최근에는 ‘In situ genetic evaluation’이라는 명칭으로, 기후변

화에 대응하여 유전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생산성과 적응력을 모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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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유전자원의 평가를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Lstibůrek

et al., 2020). 유럽잎갈나무 채종원 풍매차대로 구성되어 넓은 범위에 분

포하고 있는 임분들에 대해 개체목별 가계도 재구성 분석을 하고, 수고

와 목재 밀도에 대한 유전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고의 유전력이

0.23±0.07로 나타나 교배 설계를 통한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정된

유전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연구대상지에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여기서 선발된 개체들

이 전 지역에 식재될 종자 생산 집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목 개량은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활용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 수종이 한정된다(Hansen and McKinney, 2010). 국제적으로도 임목

개량 연구에서 3~4세대까지 진전된 수종은 P. taeda, P . radiata, P .

menziesii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 3개 주요 용재수종에 대해 차대검정이 진행되고 있어 이 수종들에 대

해서는 전통적인 임목개량 프로그램에 따른 진전세대 육성 연구가 가능

하다. 그러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주요 용재수종의 수요에도 변화가

있으며, 일본잎갈나무 중‧대경재 생산량 증가와 목재 가공 기술 발달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잎갈나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춰 조림을 위한 종자 수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잎갈나무는

종자 결실의 풍흉 주기가 길며 생산량이 저조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부

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잎갈나무 종자 수급을 확충하기 위

해 채종원 확대 조성, 채종림 지정 및 클론묘 생산 등 다각적인 종묘 수

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채종원 확대 조성, 채종림 지정 및 클론

묘 생산 라인 확보 등에 활용할 육종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으로 우수한 개체의 선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수한 종자를 활용한 조

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Fox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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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소나무 등 국내 주요 조림수종에 대해서는 개량 연구의 진전세대

선발을 위해 차대검정이 수행되고 있으나, 일본잎갈나무에 대해서는 수

형목 차대검정림 조성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검정을 위한 임목

개량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가계도 재구성 분석 기술은 전통적인 임목 개량이 진행되지 않은 수종

의 초기 단계에서 단기간의 개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

에 장점이 있다(Xu et al., 2018). 위의 전반적인 국내 일본잎갈나무와 관

련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분석 방식은 현재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으

로 여겨지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계도 재구성에 의한 유전검정이

시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가계도 재구성에 의한 유전검정 연구의 선

결 과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분자생

물학적 실험 기술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개체목 식별 및 가계도 재

구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분자표지자 마커의 수가 제한적이

었다. 또한 모수 집단에 대한 유전형 정보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무

엇보다 조림지에 대한 조림 이력 확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에도

모든 사항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그 중에는 향후 기술 발전

및 국내 여건의 성숙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또한 일본잎갈

나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과 같이 기후 조건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개량 연구 수요가 발생할 수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에서도 조림지를 활용한 가계도 재구성과 유전검정을 위한 분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 우수 개체

의 조속한 선발을 통해 육종 재료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개량 연구를 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계도 재구성 분석을 활용하였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차대검정을 대체하여 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종묘로 조성된 임

분을 대상으로 개체목별 가계도를 분석하여 유전검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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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체목 표현형의 공간 분포를 고려한 유전검정

임목의 표현형 발현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임목의 차대검정을 통해 개량 목표가 되는 형질이 우수한 가계를 선발하

기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현된 표

현형에 영향을 준 환경적 요인 및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genotype by environment interaction)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

적인 임목 개량에서는 목표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의 추정을

위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실험 설계가 수반된다. 전통적인 차대검정

에는 지역 간 반복(replication), 지역 내 환경 구배를 고려한 반복(block)

등이 설계되어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설계되며, 분석 단계에서 이

들을 환경적 요인으로 분리하게 된다.

산림 수종의 차대검정은 넓은 면적의 불균일한(heterogeneous) 환경에

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실험 설

계 방법이 제안되어왔다. 산지에서 수행되는 임목의 유전검정에서는 생

장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구명하

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만 다양한 요인에 의한 종

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적인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유전검정의 정확

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에 의한 효과는 공간자기상관성과

공간적 이질성의 두 가지 특성에 영향을 준다(Anselin and Griffith,

1988). 공간자기상관성은 가까이에 있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며, 공간적 이질성은 다양한 모수(parameter) 또는 반응함수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불안정성(unstability)을 말한다(Zhang and Shi, 2004). 임목 차

대검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 상관(spatial correlation)을 고려하

는 모형(spatial model)이 활용될 수 있다(Bian et al., 2017). Magnu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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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에 따르면 수고의 유전검정에 공간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난괴법

(random complete block design)과 비교할 때 전형매 가계 간 차이의 표

준오차를 5~20%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Maritime pine (P inus

pinaster)의 생장 형질에 대해 incomplete block model 대비 공간 모형의

적합이 우수했으며(Kusnadar and Galwey, 2000),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의 로그 우도 값과 유전값(genetic value) 예측의 정확

성을 높일 수 있었다(Costa e Silva et al., 2001). Cunninghamia

lanceolata (Chinese fir)의 차대검정에서도 incomplete block model에 비

교할 때 공간자기상관요인을 추가함으로써 공간에 의한 변이를 효과적으

로 모형화할 수 있었으며, 잔차 분산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Bian

et al., 2017).

최근에는 구획 설계가 되어 있는 차대검정의 분석 단계에서도 목표 형

질의 공간자기회귀에 의한 잔차를 고려함으로써 유전적 요인을 더욱 효

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sta e Silva et al.,

2001; Dutkowki et al., 2006; Ye and Jeyawickrama, 2008; Chen et al.,

2018; Fukatsu et al., 2018). 공간자기회귀모형은 미세 공간 범위에서의

자기상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규분포(auto-Gaussian), 이원분포

(Binary, autologistic), 쁘아송 분포(auto-Poisson) 등 다양한 분포에 적

합될 수 있다(Lichstein, 2002). 그 중 행(column)과 열(row)에 대한 자기

회귀 행렬간 크로네커곱(Kronecker product)의 구조(AR1⊗AR1)를 고려

함으로써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에 의한 유전검정의 정확성

이 개선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Terrance and Jayawickrama, 2008;

Chen et al., 2018; Fukatsu et al., 2018). A. bornmülleriana의 Ad hoc

breeding 연구에서는 Quasi-field trial 용도로 채종원산 차대를 일정 간

격으로 식재하였으며, 5년 후에 가계도 재구성 결과와 함께 AR1⊗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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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우수 가계를 선발하였다(Xu et al.,

2018).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조림지는 차대검정림과 달리 환경 구배를 고려

한 실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임분 내 개체목 분포가 불균일하다.

시험림과 달리 개체목별 입지환경 요인이 매우 다양했으며 경향성을 파

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후 구획(block)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

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개체목 성

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체목 단위의 입지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공간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본잎갈나무 가계도 재구성에 의해 가계가 확인된 개체목의 공

간 구조를 확인하고 분리함으로써 유전검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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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잎갈나무속 생장과 환경적 요인의 관계

유전검정을 통해 평가, 선발된 일본잎갈나무 육종 재료의 지속적인 활

용과 개량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목표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Ryu et al., 2009). 비생물적 스트레스는

임목의 생장과 더불어 산림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므로(Harfouche et al.,

2014), 우수 개체를 활용한 조림지 선정과 관리를 위해 유전적 요인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종 재료를 활

용한 조림지 선정에 앞서 그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개량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림 입지의 선정은 임분의 경제

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Aguirre-Salado et al., 2015).

특히 일본잎갈나무는 생물적 및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다

(Mao et al., 2014). 이 수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 식물 종에 포함

되며 앞으로 분포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ang et al.,

2016; Lim et al., 2016). 따라서 일본잎갈나무의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개량목표 형질인 생장에 영향을 주는 입지환경 구명이 더욱이 요구

된다.

임목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 요인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우나(Carrer

and Urbinati, 2006), 잎갈나무속 수종의 생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 요인에 관한 몇몇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Ryu et al. (2009)은 잎

갈나무속 임분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선행 연구 결과

를 정리하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농도, 대류권 오존(O3), 질소

(N)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잎갈나무

속 수종의 생장을 촉진하나 오존와 토양 산성화는 생장을 저해하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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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증가는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잎갈나무속 수종 생장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묘목을 연구 재료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결

과를 성목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국내에서는 일본잎갈나무 임분 생장에 대한 산림토양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잎갈나무 적지 파악을 목적으로 임분 토양의 이화학

적 성질을 분석하였다(Chung, 1980; Park et al., 2008). 두 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일본잎갈나무 생장과 관계가 있었던 요인은 전질소와 유효인산

이었고, Park et al. (2008)에 따르면 토양 층(A, B)에 따라 지위지수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토양 산도와 전질소가

정의 상관관계, 유기물과 유효인산이 부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극지방에 분포하는 잎갈나무속 생장에 토양 수분과 질소가 중요한 요

인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iang et al., 2014),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

련하여 잎갈나무속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인자에 관한 연구 결과들

이 보고되었다(Moser et al., 2010; Hordo et al., 2016; Danek et al.,

2017; Obojes et al., 2018). 건조한 산악 지역의 낮은 고도에서 수분 스

트레스가 유럽잎갈나무의 호흡과 생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bojes et al., 2018). 따라서 수분 이용도의 저하를 수반하는 기후변화

로 인해 해당 집단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으며, 생육 분포지

의 고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유럽잎갈나무의 알프스산에 위치한 고도별 집단에 대해 생육 시점과

기간을 분석한 결과 기온에 따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Moser et al.,

2010). 그리고 장기간의 연륜생장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유럽잎갈나무

생장에 대한 기후인자 중 기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

졌다(Carrer and Urbinati, 2006). 또한 동유럽 시험림의 잎갈나무속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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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륜 생장 분석 결과에서도 기온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Hordo et al., 2016).

한편으로 향후 육종집단으로서 연구 대상지를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는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이해가 필요하다. 임분에서 나타

나는 공간적 이질성은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구획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만으로는 진단과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입지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의 양적 수준을 참고하여 구획하더라도 여전히

부정확성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임목의 생장에는 입지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장에 대한 각 요인의 영

향이 소구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요인 간의 상

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회귀계수의 소구역별 변이를 파

악할 수 있는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GWR은 기본적으로 종속변수

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체목의 생장에 대한

여러 환경적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내 개

체목의 공간 분포에 대한 국지적 모형 수립을 위해 이 분석 방식이 활용

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임목의 생장(Zhang and Shi, 2004), 탄소

축적(Liu et al., 2014), 지상부 바이오매스 추정(Chen et al., 2018) 등에

대한 공간적 모형 수립에 GWR이 이용되었다. 기존의 ordinary least

squares (OLS) model에 비해 예측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개체목간 경

쟁 등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소구역별로 각 요인의

영향이 변화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Zhang and Shi, 2004; Liu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생장과 입지환경 요인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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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일반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대상지 내에서 일본잎갈나무 생장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지환경을 구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입지환경 요인들의 임분 내 변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전검정 대상 조림지 입지환경의 종합적 파악과 소구역 구획

을 위한 정보를 구축하고 육종 재료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분석 체계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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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료 및 방법

제1절 연구 대상지 선정 및 시료 수집

일본잎갈나무 유전검정을 목적으로 가계도 재구성 분석을 수행할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채종원산 종묘로 조성된 이력 확인이 가능한 임

분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일본잎갈나무 임분을

유전검정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37°35‘24.0’‘N, 127°53’24.0’‘E). 이 임

분은 1990년 해당 소반 8.0ha에 24,000본이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

었는데 식재 후 30년이 경과하였고 개체목 매목조사 결과 현재 271본이

남아 있었으며 국지적으로 분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Figu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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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patial distribution of the individual trees of Larix

kaempferi stand in H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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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 임분은 유전검정을 통해 육종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정된

임분의 유전변이 분석과 가계도 재구성을 위해 전수의 개체목별 DNA를

분리하기 위한 형성층 시료를 채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

갈나무 모수와 차대 집단 간의 유전변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채종원산 차대의 유전변이는 종자 생산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Rungis et al., 2019; Chen et al., 2018; Iwasaki et al., 2019), 종자 생산

에 참여한 모수 및 화분수의 개체 수, 교배양식, 결실 풍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유전검정 대상으로 선정된 홍천군 소재 임분과의 비교를

위해 5년생 시험림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시험림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묘목으로 2018년에 조성되었다.

현재 생존해 있는 146본 전수의 DNA 분리를 위해 잎 시료를 채취하였

다.

수고와 흉고직경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일본잎갈나무 지위지수 곡선에

근거하여 30년 수고 및 DBH와 비교할 때 이상치로 판단되는 개체목들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1990년 조림 이전의 잔존목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그에 따라 히스토그램의 구간별 분포를 통해 DBH 30 c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개체목은 수형목 모수 집단에서 유래한 차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여 83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조림

이후 일본잎갈나무 임분에서는 치수가 발아되어 생장할 확률이 매우 낮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83본을 제외한 188본 중에 1990년 조림 이후

다음 세대의 개체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188본의 개체목

이 수형목 모수에서 유래한 차대인 것으로 규정하고 가계도 재구성 대상

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가계도 재구성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유전변이

연구에 활용한 2018년 조성된 시험림의 일본잎갈나무 5년생 개체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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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분석하였다. 홍천 및 화성 집단의 총 334본 개체목 DNA 분리를 위

해 형성층과 잎 시료를 채취하였다.

가계도 분석 결과를 개체목 모수 정보로 활용하여 유전검정을 수행하

기 위해 30년생에 도달한 홍천 임분의 개체목 수고와 흉고직경을 조사하

였다. 유전검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흉고직경을 이용

하였고 공간적 요인을 고려하고자 Trimble Geo 7X를 이용하여 개체목

별 GPS 좌표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도 재구성 및 표현형 공간 분포 분석을 위해 활용한 개

체목별 정보는 DNA 분리를 위한 형성층 시료, 표현형 분석을 위한 흉

고직경 성적, 공간 분포 분석을 위한 GPS 자료 3종이었다. 개체목별 특

성 자료의 정확한 취득과 관리를 위해 개엽 및 형성층 활동이 진행되는

5~6월에 걸쳐 3종의 자료를 개체목별로 동시에 조사하였다. 개체목의 생

장 상태 또는 환경이 상이한 3개 지점에서 6월에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 산도,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 칼륨, 나트륨, 칼

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를 분석하였다(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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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nvironmental factor

Topography Elevation (m), slope (degree), aspect1)

Solar Solar radiation (MJ/cm2 per day)

Water Wetness2)

Soil

Sand, silt, clay, pH, organic matter, total nigrogen,

available phosphoric acid, cation exchange capacity,

K+, Na+, Ca2+, Mg2+, electrical conductivity

Table 3-1. Environmental factors analyzed by individual trees from

soil samples of Larix kaempferi stand in Hongcheon

1)Linear transformed aspect (southwest [=0] to northeast [=2])
2)Value of topographic wet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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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유전변이 및 가계도 재구성

1. Microsatellite marker에 의한 유전변이 분석

강원도 홍천군 소재 임분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시험림의 일본잎갈나

무 개체목 총 334본의 형성층 또는 잎 시료로부터 DNA를 분리하고

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icrosatellite marker (simple sequence repeat, SSR)는 진핵생물

genome의 2~6bp motif의 반복성 염기서열이며, 반복 수의 차이로 인해

마커로 활용된다(Goldstein and Schlötterer, 1999). 동형접합자와 이형접

합자 구분이 가능한 공우성 마커이며 다형성이 높아 임목에서는 육종 연

구(Le et al., 2016) 뿐만 아니라 집단유전학, 생물지리학 및 보전생물학

분야 등에서 활용성이 높다(Chase et al., 1996). 잎갈나무속의 유전변이

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microsatellite marker 분석이 활용된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Khasa et al., 2006; Nishimura and Setoguchi, 2011;

Oreshkova et al., 2013; Nardin et al., 2015; Dostále et al., 2018), 이 마

커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같은 속 수종들의 유전변이와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일염기다형성

(SNP)에 의한 유전형 대량 분석이 점차 용이해지고 있지만,

microsatellite marker는 여전히 가계도 재구성 분석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마커 중 하나이다(Hansen et al., 2020). 특히 임목 육종 분야에

서는 microsatellite marker의 상용화로 인해 가계도 재구성 분석 적용이

가능해졌다(Yuan et al., 2016). 현재까지 임목 개량 분야의 가계도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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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는 최근의 SNP 분석에 의한 몇몇 연구(Vidal et al., 2017;

Hansen et al 2020)를 제외하면 대부분 microsatellite marker를 활용하

여 수행되었다(El-Kassaby et al., 2011; Hanset et al., 2011;

El-Kassaby et al., 2015; Bouffier et al.,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에서 개발된 microsatellite

marker 중 bcLK033, bcLK224, bcLK235, bcLK241 (Isoda and

Watanabe, 2006), LK4146, LK4170, LK4178 (NFSV, 2019) 7개를 홍천

임분 및 시험림 개체목의 유전형 분석에 활용했으며(Table 3-2), 수형목

모수 집단에 대한 유전변이 통계량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분석 결과

를 참고하였다(NiFoS 2019). Microsatellite marker를 활용한 유전형 분

석 시에는 stutter peak, null allele, 불안정한 결과로 인해 판별의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 프라이머(primer)가 결합하는 microsatellite 부위의

인접 서열(flanking region) 변이 등으로 인해 PCR 증폭이 되지 않는 경

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증폭 산물을 나타내는 마커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충분한 실험을 거친 검증을 통해 유효한 마커를 선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마커의 개수가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종 및 근연 관계에 있는 같은 속의 수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마커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일본잎갈나

무에 대해 발표되어 있는 19개의 microsatellite marker (Isoda and

Watanabe, 2006) 가운데 일본의 천연집단 유전 분석에는 11개의 마커가

활용되어(Nishimura and Setoguchi, 2011) 비교적 많은 마커의 활용이

가능했으나 중국의 일본잎갈나무 채종원 분석에는 이와 상이한 17개의

마커 세트가 활용되었고(Chen et al, 2018), 추가적인 SSR marker 개발

도 진행되었다(Chen et al, 2015). 통상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의 비교

를 통한 연구 결과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된 마커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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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각 연구에서 마커 선별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위

와 같이 다른 마커 세트를 분석에 활용한 것은 실험적인 제약에 의한 것

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Isoda and Watanabe (2006)에서 개발된

microsatellite marker 중 이용 가능한 마커의 수가 제한적임에 따라 추

가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국내에서 잎갈나무속 개체목의 유전형 분석을

위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마커는 7개이다(Table 3-2). 이에 따라 모수

집단에 대해 선행된 유전형 분석에 위의 7개 마커가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후 가계도 재구성을 위해 동일한 마커를 실험에 이용하였

다. 각 마커의 forward primer에 형광 표지(5’-FAM)하여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고, ABI 3730xl Genetic analyzer로 PCR

증폭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GeneMapper 4.0 (Applied Biosystems)

을 활용하여 7개 유전자좌에 대한 개체목별 유전형을 분석하였다. 차대

개체목의 가계도 재구성을 위한 모수 정보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에서 분석된 수형목 유전형 정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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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soda and Watanabe(2006), 2)NFSV(2019)

Marker Primer name Primer Sequence(5’→3’)

bcLK0331)
bcLK033-F GGAAATGTAGAGATGAGCAATAA

bcLK033-R AGGTGCGGTAGTACAAAGTGA

bcLK2241)
bcLK224-F GGAGAGGCCACTACTATTATTAC

bcLK224-R ATGCGTTCCTTCATTCCTCT

bcLK2351)
bcLK235-F TTCACTTGTGATCCTAGAGTTAGA

bcLK235-R AACCCCTAACCATATAATATCCA

bcLK2411)
bcLK241-F TGAGGTTAGGAGCATCTCGT

bcLK241-R GTCCTTCATCGCCTCTTCTT

LK41462)
LK4146-F CAACATGTTTCTCCTACCACCA

LK4146-R TCAGACATTCCCAAACATGC

LK41702)
LK4170-F TTTTCCAAAGCCAAAATTCTACA

LK4170-R TATGAGCCCGACCCTATTTG

LK41782)
LK4178-F TCCACCTTAGCACTCCCACT

LK4178-R GGGGCCTTTATAGGTTGGTT

Table 3-2. Microsatellite markers of Larix kamepferi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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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차대 집단의 유전변이 평가를 위해 다형성과

유전변이를 분석하기 위한 대립유전자 개수(NA), 유효대립유전자 개수

(NE), 이형접합율 관측값(HO), 이형접합율 기댓값(HE), 고정지수(F,

fixation index)를 추정하였다(GenAlEx 6.5; Peakall and Smouse, 2012).

각 통계량 추정을 위한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HO: 이형접합율 관측값(observed heterozygosity), N : 표본 개수

 




 (unbiased)

 

 
  





HE: 이형접합율 기댓값

(unbiased expectd heterozygosity; Nei and Roychoudhury, 1974),

pi: i번째 대립유전자의 빈도, N : 표본 개수,

N ii: 대립유전자 i의 동형접합자 개수,

N ij: 대립유전자 i를 포함하고 있는 이형접합자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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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고정지수(fixation index)

7개 마커별 특성과 차대 임분별 유전 다양성 파악을 위해 전체 분석

대상에 대한 유전변이를 분석하고, 각 마커와 집단별 유전 통계량을 함

께 확인하였다.

일본잎갈나무 분석 대상에서 나타난 유전변이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analysis of molecular vaiance (AMOVA) 를 통해 집단 및 개체에

대한 분산성분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수형목 집단과 차대 2개 집단의 유

전적 유사성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Nei’s unbiased genetic distance

를 추정하였다(Nei, 1978).

일본잎갈나무 모수 및 차대 집단 내 유전적 구조의 존재 여부를 검정

하고 두 그룹 간의 유전적 구조에 변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Bayesian

방식에 의한 유전적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STRUCTURE; Pritchard

et al., 2000), STRUCTURE HARVESTER; Earl and vonHoldt, 2012).

본 연구에 활용된 일본잎갈나무 모수 집단은 자생지로부터 도입된 이래

국내 각지에 조림된 개체목 가운데 우수한 생장 특성에 따라 선발된 개

체목 집합이다. 즉 자생 집단에서 선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지

역에서 선발된 개체일지라도 유전적 거리가 멀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목들이 유래된 근본적인 집단에 형성되어

있던 유전적 그룹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후보 모수와 이들의 차대를

함께 분석할 경우 다수의 유전적 그룹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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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이들이 최초로 유래된 일본 자생지 집단에 형성되어 있었

을 유전적 그룹을 고려할 때 20개 이상의 유전적 그룹은 의미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여 2부터 20까지의 K에 대한 delta K 값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유전적 거리에 따른 군집에 포함된 개체목 정보를 함께 확인하

기 위해 Cavalli-Sforza and Edwards (1967)의 유전적 거리를 구하고 그

에 따른 Neigbor-joining tree를 분석하였다(PowerMarker 3.25; Liu and

Muse, 2005; MEGA X; Kumar et al., 2018).

2. 가계도 재구성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가계도 재구성을 위해 모수 집단의 유전형을 활

용하여 차대 개체목별 모수를 배정하는 모계분석(matern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우도(likelihood) 기반 분석의 수행을 위해 CERVUS 3.0을

활용하였다(Marshall et al., 1998; Kalinowski et al., 2007). 이 프로그램

에서는 먼저 분석 대상 집단의 대립유전자 빈도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신뢰수준을 설정하여 최종 분석을 수행한다. 그

리고 우도에 근거하여 분석된 차대의 후보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데, 추

정된 모수가 실제 모수일 우도를 그렇지 않은 우도로 나눈 값에 대한

LOD score와 함께 첫 번째 및 두 번째 후보 모수 우도의 차이인 Δ 

score를 신뢰수준의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프로그램에서 분석되는 95%

(restricted), 80% (relaxed)의 신뢰수준에 따라 모수가 배정된 차대 개체

목의 본수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유전형 파악의 오류

발생율은 0.01로 지정하고 10,000회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신뢰수준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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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체목 가계도 및 표현형 공간 분포를 활용한

유전검정

1. 개체목 가계도 정보를 활용한 유전검정

가계도 재구성 결과에 따라 각 개체목의 모수 정보를 부여하여 animal

model로 불리는 혼합모형(mixed model)을 적용하여 표현형 중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성분을 추정하였다(Henderson, 1953; Wilson et al., 2009).

y=Xb + Zu + ε

y: 측정값 벡터, b: 고정효과 X 행렬의 벡터,

u: 임의효과 Z행렬의 벡터, e: 잔차의 벡터

u ~ N(0, 
A)

A: 가계도 기반 relationship matrix

종속변수 y는 수고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개체목별 흉고직경 값이었

으며, 육종가 예측값(predicted breeding value) 추정을 위한 분석에는 R

프로그램(R core team, 2020) 및 breedR package (Munoz and Sanchez,

2020)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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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목 표현형의 공간 분포를 고려한 유전검정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임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개체목 생장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적 요인의 분리를 위한 공간 분석에 앞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개

체목 생장의 공간자기상관성 유무를 검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표현형으로

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흉고직경을 활용하였다. 공간자기상관성의 측정

지표로 활용되는 Moran’s I를 산출하고 관측값 간의 거리별

semivariance의 변화를 나타내는 semivariogram을 분석하였다.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흉고직경에 대해 공간자기상관성이 확인됨에 따

라, 모형 분석을 위해 적합한 공간 구조를 탐색하였다. 차대검정에서의

공간 분석에는 AR1 (first-order autoregression)과 AR1⊗AR1 model이

사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공간 구조에 대해

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자 AR1, exponential, gaussian, spherical,

linear, rational, AR1⊗AR1 구조에 의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Animal

model에 AR1⊗AR1을 추가하는 모형(animal+AR1⊗AR1 model)은 래스

터 자료로 분석되기 때문에 개체목별 위치 정보를 래스터화하여 이용하

였다. Animal model을 포함한 8종의 선형혼합모형을 분석하고 모형별

로그 우도값과 second-orde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c) 값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정하였다.

유전적 요인을 포함하는 animal model에 평면적 1차 공간자기회귀 요

인(bidimensional first-order autoregressive model, AR1⊗AR1)과 독립

된 잔차를 포함하는 다음 모델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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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b +Zu + ξ + η

y: 측정값 벡터, b: 고정효과 X 행렬의 벡터,

u: 임의효과 Z 행렬의 벡터, ξ: 공간 종속 잔차,

η: 공간 독립 잔차(nugget effects)

u ~ N(0, 
RAR)


 : 공간 분산 모수, RAR: AR1(ρx)⊗AR1(ρy)에 의한 상관구조,

AR1(ρ): 1차 공간자기회귀 상관행렬로 임의변수의 집합 {xi}

xt=ρxt-1+εt, εt~ N(0, 1), |ρ|<1

R 프로그램(R core team, 2020)과 ape, nlme, breedR, MuMIn

packag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Paradis and Schliep, 2019; Pinheiro

et al., 2019; Munoz and Sanchez, 2020; Barton, 2020), 가장 적합한 모

형에 의해 개체목별 육종가 예측값(predicted breeding value)을 추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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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의 생장과 환경적

요인 회귀분석

1. 개체목별 입지환경 요인 자료 수집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의 생장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개체목별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 경사, 사면향,

습도, 일사광량 등의 입지환경 요인 및 토양 특성을 분석하였다. 생장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육종가 추정에서와 같이 측정값의 정확도가 높은

흉고직경 값을 활용하였고, 토양 시료는 6월에 채취하였다.

Trimble Geo 7X를 활용하여 취득한 개체목별 GPS 자료를 이용하여

1:5000 축척 수치지형도로부터 개체목 위치에 따른 고도, 경사, 사면향,

습도, 일사광량 등의 입지환경 요인을 5 m × 5 m 격자로 추출하였다.

격자별 사면향은 선형으로 변형하여 0~2 사이의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

다. 0에 가까울수록 남서향, 2에 가까울수록 북동향을 가리킨다. 개체목

별 토양 특성은 채취 시료의 토양분석 결과(Table 3-3)를 크리깅

(kriging)하여 취득하였다. 크리깅은 공간 보간 기법 중의 하나로서 지질

통계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양에서 활용되고 있다(Jang et al, 2003). 모든

위치에 존재하는 공간의 속성값을 모두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의

대표 지점 측정값으로부터 미관측 지점의 값을 확장하여 추정하는 방식

이다(Cho and Jeong, 2006). 개체목별 입지 및 토양 환경 자료 취득을

위한 공간 분석은 ESRI사의 ArcGIS 10.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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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Tree
no.

Texture

pH
Organic
matter
(%)

Total
N
(%)

Avail.
P1)

(mg/kg)

CEC2)

(cmol/kg)
K+

(cmol/kg)
Na+

(cmol/kg)
Ca2+

(cmol/kg)
Mg2+

(cmol/kg)
EC3)

(dS/m)Sand
(%)

Silt
(%)

Clay
(%)

1 1301 67.8 21.1 11.1 5.2 6.29 0.273 56.4 13.13 0.29 0.07 2.15 0.29 0.22

2 1403 69.5 22.6 7.9 5.8 9.43 0.443 66.6 13.35 0.43 0.05 5.31 0.70 0.19

3 1481 70.9 21.1 8.0 5.3 8.43 0.360 68.5 14.01 0.32 0.05 2.52 0.42 0.25

Table 3-3. Soil properties surveyed from soil samples in the study site

1)Available phosphoric acid
2)Cation exchange capacity
3)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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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

조림지의 입지 및 토양환경 요인이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미치는 영향

의 구역별 변이를 검정하고, 변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적 가중 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리적 가중 분석 모형 중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은 공간적으로 다양한

관계에 있는 측정값들에 대해 국지적 회귀계수를 분석하여 그들의 가변

성을 검정한다.

    
  



  

yi: i 지역의 종속변수, xik: i 지역의 독립변수, m: 독립변수의 개수,

βi0: i 지역의 절편 계수(intercept parameter),

βik: i 지역의 k번째 독립변수의 지역 회귀계수, εi: i 지역 임의오차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흉고직경이었으며 독립변수는 아래의 상관

및 회귀분석에 의해 선정한 5개의 입지환경 요인(clay, TN, aspect_tr,

wetness, Na+)을 활용하였다.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의 공간자기상관성

커널은 bisquare, 대역폭(bandwidth)은 적정치 확인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값(132)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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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및 고찰

제1절 일본잎갈나무 유전변이 및 가계도 재구성

1. 연구 대상지 특성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홍천 임분에 잔존하고 있는 개체목 271본의 평

균 수고와 흉고직경은 각각 16.0 m, 23.7 cm였으며 히스토그램은 Figure

4-1과 같았다. 일본잎갈나무 임분 지위지수가 16으로 가장 낮을 경우 평

균 수고와 흉고직경은 14.4 m, 18.7 cm이며 지위지수가 22로 우수한 생

육 환경 하에서는 17.2 m, 18.2 cm이다(NiFoS, 2016b). 그러나 조사된

개체목 중에는 국내 일본잎갈나무 현실림 임분수확표를 참고할 때 이 범

위에서 벗어나는 개체들이 있었다. 또한 히스토그램으로 보아 평균이 상

이한 두 정규분포가 겹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반

8 ha의 24,000본 조림 이전에 이미 일본잎갈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구역

이 연구 대상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경

급별 빈도수가 다시 증가하는 흉고직경 30 cm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큰 값을 가지는 개체목 83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271본 가운데

188본을 1990년에 조성된 채종원산 차대 임분의 개체로 규정하고 이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Figure 4-2).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된 83본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개 조사 대상지의 임연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임내에서도

나타났고, 서쪽 구역에서는 과반수의 개체가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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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Histogram of the height and the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of

Larix kaempferi individual trees in the studied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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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The inndividual trees selected to be analyzed in

Larix kaempferi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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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체목의 임분 내 위치에 근거하여 30년전 일시에 조림된 개체목과

이전에 존치되었던 개체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개

체목별 위치에 의한 분석 대상목 선별보다는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일본잎갈

나무 188본의 평균 수고 및 흉고직경은 13.3 m, 17.8 cm였으며 가장 낮

은 지위지수 16의 임분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

로 선정된 임분은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매우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은 대상

지 내의 개체목 생장 비교에 기초하므로 생육 환경이 반드시 우수한 임

분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표현형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체목의 성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는 육종 구역

(breeding region)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조림에 활용하는

종자가 구분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잣나무 수형목의 유전검정 결과에

따르면 차대 가계별 성적이 지역에 따라 변이가 나타남에 따라 조림 재

료를 선택할 때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Lee et al., 2020). 이를 참고할 때 본 연구에서 수행될

조림지 유전검정으로부터 선발된 개체목이 국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우수한 형질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개량 종자 공급을 위한 개체목을 선발할 때에는 가능한 수준에서는 지역

별로 대상 임분을 선정하고 그로부터 유전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모수와 차대 집단 간 유전변이 비교와 가계도 재구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림 이후에 자연적인 치수 발생에 의해 발생된 다음

세대 개체들이 임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대상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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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간의 성적 차이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수령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 수종인 일본잎갈나무 임분에서는

다음 세대 치수가 발아하여 생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후의 유전변이 비교 및 가계도 분석 수행에 적합

한 차대 임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을 종합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을 확대 적용

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규정할 수 있었다. 조림지를 활용한 유

전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분의 조성‧관리 이력, 천연 치수 발생 가

능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한 임분의 이력과 특성에 대한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대검정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해 조림지를 활용하여

유전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분 조성에 활용된 종묘 이력이 필

요하다. 그리고 조림 사업 이전에 수행되었던 조림예정지 작업 방식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대상지와 같이 일시적인 인공 조

림이 수행되던 시점에 기존에 생육하고 있던 개체들이 존치되어 있는 경

우, 개체목 성적 분석을 통한 유전검정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 대상지에서는 존치목들의 성적이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선별하여 유전검정 대상목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후 다른 수종 및 대상지에 확대 적용을 할 경우, 존치목과 조림목의

수령 차이가 적다면 개체목별 수령 감정 없이는 대상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조성 후 관리 단계의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임분에 대한 경

영계획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산림조사, 산림조사, 사업실적 및 이력

을 사전에 참고함으로써 개량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하층 식생

의 종 구성을 통해 조림된 수종의 치수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대상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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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잎갈나무와 달리 자연적인 치수 발생이

빈번한 수종에 대해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을 수행한다면, 위와 같은 사

전 정보가 없을 경우 개체목별 수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목 개량 연구는 육종 재료로 활용할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형목과 채종원은 강도 높게 관리되는 육종 재료로서 육성

단계에서부터 선발 위치, 조성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에 비해 관리 강도가 낮은 조림지 임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활용하여 유전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분과 개체목의 이력과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조림 이력 외의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으나, 지위지수 및 현실림 임

분수확표에 근거한 개체목 성적과 수종의 생육 특성을 근거로 하여 연구

를 수행한 대상 개체목을 선별할 수 있었다.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에서

는 일반적인 육종 재료와는 달리 기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재료

선정 시 임분 및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연구 대상지를 면밀히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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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임분 유전변이

일본잎갈나무 7개 microsatellite marker 분석에 의한 모수와 차대 집

단의 대립유전자 개수, 이형접합도 관측값 및 기댓값을 분석하였다. 전체

개체목에서의 대립유전자 개수는 평균 9.7개였으며, 유효 대립유전자 개

수는 3.6개였다(Table 4-1). 모수 집단의 유전변이는 산림청 국립산림품

종관리센터에 의해 실험 및 분석된 결과이며(NiFoS, 2019), 본 연구에서

분석한 차대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잎갈나무 차대 임분의 유전변이 분석 결과를 평균으로 비교할 때

에는 일본 천연집단의 이형접합율 기댓값 0.717~0.762 (Nishimura and

Setoguchi, 2011)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나 마커별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0.518~0.860의 범위였기 때문에 다형성이 낮은 마커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에 도입된 일본잎갈나무에 대해 17개의

microsatellite maker로 분석한 결과, 140개 수형목 클론과 차대의 이형

접합율 기대값은 각각 0.525와 0.557이었다(Chen et al., 2018). 같은 마커

가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종자로 조성된 임

분은 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전변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유전

검정을 통한 진전세대 육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잎갈나무 모수 집단의 대립유전자 개수와 유효대립유전자 개수는

각각 평균 10.0개와 3.7개였는데, 홍천 집단에서도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Table 4-2). 채종원산 종자로 최근 조성된 화성 집단에서는 9.1개와 3.3

개로 다소 적은 수가 관찰되었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차대

의 이형접합율 관측값은 홍천과 화성에서 각각 0.683과 0.669로 수형목

집단 0.677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접합율 기댓값도 두 집단에서

0.681과 0.656으로 모수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차대 집단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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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결과 대립유전자빈도와 같이 홍천 집단에 비해 화성 집단의 유전변이

가 평균적으로 낮았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각 집단에 대한 마커

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cLK033과 LK4178을 제외한 5개 마커에서 홍

천 집단에 비해 화성 집단의 유전변이가 낮았다. bcLK033에서는 두 집

단의 대립유전자 개수는 12개로 동일했으나 화성 집단의 유효 대립유전

자 개수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K4178에서는 다른 마

커에서와는 달리 화성 집단의 대립유전자 개수 및 유효대립유전자 개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두 집단의 유전변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ocus NA N E H O H E F

bcLK033 13.0 4.3 0.761 0.767 0.005

bcLK224 12.3 5.1 0.809 0.806 -0.007

bcLK235 13.3 3.3 0.678 0.698 0.027

bcLK241 4.0 1.9 0.515 0.476 -0.084

LK4146 6.0 2.1 0.556 0.528 -0.055

LK4170 13.7 5.9 0.870 0.822 -0.066

LK4178 5.7 2.5 0.547 0.595 0.080

Overall 9.7 3.6 0.676 0.671 -0.014

Table 4-1. Estimates of genetic variation by microsatellite marker

analysis of Larix kaempferi

NA: Number of alleles, NE: Number of effective alleles, HO: Observed

heterozygosity, HE: Expected heterozygosity (Unbiased), F : Fix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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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Locus NA N E H O H E F IS

Plus trees1) Total 10.0
(1.7)

3.7
(0.7)

0.677
(0.059)

0.672
(0.058)

-0.010
(0.027)

Offspring

(Hongcheon)

Total 10.0
(1.9)

3.7
(0.7)

0.683
(0.055)

0.681
(0.050)

-0.006
(0.035)

bcLK033 12.0 4.0 0.754 0.754 -0.002

bcLK224 12.0 5.0 0.802 0.804 -0.001

bcLK235 17.0 3.2 0.659 0.694 0.048

bcLK241 4.0 2.1 0.572 0.526 -0.092

LK4146 6.0 2.2 0.591 0.537 -0.104

LK4170 14.0 7.0 0.908 0.860 -0.059

LK4178 5.0 2.4 0.492 0.592 0.166

Offspring

(Hwaseong)

Total 9.1
(1.4)

3.3
(0.5)

0.669
(0.053)

0.656
(0.051)

-0.026
(0.033)

bcLK033 12.0 4.6 0.723 0.785 0.075

bcLK224 12.0 4.8 0.785 0.795 0.010

bcLK235 11.0 3.1 0.645 0.683 0.052

bcLK241 4.0 1.8 0.452 0.439 -0.034

LK4146 6.0 2.1 0.577 0.529 -0.093

LK4170 13.0 4.0 0.881 0.752 -0.177

LK4178 6.0 2.6 0.621 0.612 -0.018

Overall Total 9.7
(0.9)

3.6
(0.3)

0.676
(0.031)

0.671
(0.029)

-0.014
(0.018)

Table 4-2. Genetic variation by population of Larix kaempferi based on

the microsatellite marker analysis

1)Results from NFSV (NiFoS, 2019)

NA: Number of alleles, NE: Number of effective alleles, HO: Observed

heterozygosity, HE: Expected heterozygosity (Unbiased), F IS: Fix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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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AMOVA) 결과 전체 유전변이 중

96%가 개체목에 의한 변이였으며, 개체목 간, 집단 간 변이는 모두 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3). 3개 집단에 대한 쌍체간 유전

적 거리를 살펴보면 차대 집단 간의 거리가 0.025로 가장 가까웠고, 다음

으로 수형목 집단에 대해 홍천 집단이 0.032, 화성 집단이 0.047인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4). 이를 통해 동일한 모수 집단에서 유래된 2개의

차대 집단 간 유전적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seed lot에 따라 모수 집단

으로부터의 유전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

었다.

Source of

variation

Degree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squares

Estimate of

variance

% of total

variation

Among

populations
2 28.895 14.447 0.038 2

Among

individuals
475 1157.0 2.436 0.053 2

Within

individual
478 1113.5 2.329 2.329 96

Total 955 2299.4 2.421 100

Table 4-3. Summary of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A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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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s
Offspring

(Hongcheon)

Offspring

(Hwaseong)

Plus trees -

Offspring

(Hongcheon)
0.032 -

Offspring

(Hwaseong)
0.047 0.025 -

Table 4-4. Pairwise population matrix of Nei’s unbiased genetic

distance (Nei, 1978)

일본잎갈나무 연구 대상 집단 내에서의 유전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개체목 집단에 대해 분석한 후, 모수 집단과 2개의 차대 집단별 유

전적 구조를 추정하였다. 전체 집단과 수형목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12

개의 유전적 그룹이 파악되었는데, 차대 집단에서는 홍천과 화성 집단에

서 각각 3개, 2개의 유전적 그룹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Figure

4-3). 이에 대한 barplot을 살펴보면, 이들 그룹 간의 유전적 특성 차이

는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Figure 4-4), 그럼에도 모수와 차대 집

단 내 유전적 그룹의 개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전체 집단 내 유전적 그룹은 차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추정된 모수 집단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대 집단에서는 그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의 유전적 그룹이 형

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들이 유래된 자생 집단의 유전적 구

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생장이 우수한 국내 일본잎갈나무 채종목 모수

집단 내에는 특정 소수의 유전적 그룹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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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된 일본잎갈나무 집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

지만 후지산의 불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자생 집단에 대해 STRUCTURE

를 활용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Nishimura and Setoguchi,

2011). 그러나 이들로 구성된 채종원에서 유래된 차대 집단에는 유전 다

양성이 유지되면서도 모수 집단과는 달리 유전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대의 유전변이는 모수 클론 및 개체목별 개화량

(Kim et al., 2008), 종자 결실량 차이와 이에 대한 개체목별 기여도 편

차 등의 교배양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임목 육종 재료로 선

발된 모수와 차대 집단의 유전적 구조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많

지 않다. 흑단(Diospyros celbica)의 5개 산지에서 유래된 모수 집단과

그 차대에 대해 microsatellite marker 분석에 의한 유전변이 및 구조 연

구가 수행되었는데, 주성분 분석과 계통 분석 결과 모수와 그 차대들로

구성되는 뚜렷한 유전적 그룹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areke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도입수종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선발된 개체들의 집합이

라는 점에서 뚜렷한 유전적 그룹의 형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의 유전변이와 구조를 비교하였다. 향후에는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하

여, 자생 집단과 그 차대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유전적 구

조 차이를 구명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각 집단에서의 교배양식을 함께 연구하여, 집단별 교배양식의

차이와 그로 인한 모수와 차대 집단의 유전적 구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대상 수종의 생식 특성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개체목 집단에서 뚜렷한

유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적 거리(Cavalli-Sforza

and Edwards, 1967)에 의한 Neighbor-joining tree는 개체목간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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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군집의 구별보다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목들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Figure S6). 앞서 언급된 선

행 연구(Larekeng et al., 2019)의 대상 수종인 흑단은 일본잎갈나무와는

분포 지역과 특성이 상이하지만 임목의 육종 재료와 그 차대에 대한 유

전적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이 연구의 계통 분석 결

과에 따르면 모수와 그 차대들로 구성되는 뚜렷한 유전적 그룹이 확인되

지 않았다. 임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형접합율과 타가교배율이 높으며,

특히 자생 집단이 아닌 도입된 육종 재료로 거리에 따른 격리 효과가 사

라진 개체목들이 모수 집단일 경우 더욱이 분리된 구조의 명확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생 집단에서는 소규모의 유전적

공간구조 연구(fine-scale spatial genetic structure)와 결합되어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임목은 장년생 식물이며 타가교배율이 높아 보존이 필요한 멸절 위기

종 또는 희귀 수종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유전 다양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도 일본잎갈나무 차대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유전변이가 확

인되었다. 일본잎갈나무는 인공림 분포에 비해 자생 범위는 한정적인 수

종으로 일본 후지산을 포함한 본주 지방에 국지적으로 자생하는데, 후지

산 고도에 따라 파편화된 집단에서도 일반적인 임목 집단에서 나타나는

수준의 높은 유전 다양성이 확인되었다(Nishimura and Setoguchi,

2011). 그리고 집단 간 분화 수준은 매우 낮아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

고 활발한 유전적 흐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알프스 산의 유럽

잎갈나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Nardin et al., 2015).

그러나 일본잎갈나무 차대 집단에서 모든 경우에 유전변이가 높은 수

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잎갈나무속 수종의 교배양식과 생식 특성, 그리고 차대 집단에서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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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변화에 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L. sibirica 와 L. gmelinii 집

단에서는 이형접합율 결핍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근연 개체 간

교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Oreshkova et al., 2013). 잎갈나무속의

교배양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교배율이 높지는 않지만, 다른 침엽수

종에 비해 화분 비산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nsen

2008; Chen et al., 2018; Burczyk et al., 2019). 이에 따라 유럽잎갈나무

의 전체 분포 지역을 포함하는 확장된 지리적 범위에서는 다른 침엽수종

에 비해 강한 유전적 구조가 확인되었다(Wagner et al., 2015).

한편 채종원산 차대를 활용하여 조림하는 경우, 모수 집단의 규모가

천연 집단에 비해 축소된다는 점에서 대립유전자 소실이 발생할 수 있

다. 하지만 임목에서는 두 집단 간 유사한 수준의 유전변이가 빈번하게

보고된다. Picea abies (Norway spruce) 및 P. sitchensis (Sitka spruce)

차대검정림의 유전 다양성은 천연갱신된 임분에 상응했고(Chaisurisri

and El-Kassaby, 1994; Rungis et al., 2019), 삼나무 임목개량 프로그램

도 조림지 유전 다양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Iwasaki et al., 2019). 그

러나 차대 집단의 유전 다양성은 화분 비산, 교배양식 및 연도별 종자생

산량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Rungis et al., 2019; Chen et al.,

2018; Iwasaki et al., 2019). 같은 모수 집단에서 유래된 차대 집단이더

라도 종자 결실에 참여한 모수와 화분친 간의 교배양식, 당해연도의 종

자 풍흉 등의 요인에 의해 유전변이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잎갈나무속

수종의 종자 결실 주기는 3~10년으로 불규칙하며 늦은 개화에 따른 기후

피해를 받기가 쉬워 종자 생산량도 저조하다(Slobodník, 2002; Colas,

2008). 그리고 화분 및 암꽃의 양이 적고 종자 충실율이 낮으며 개체와

가계 간 개화량 변이도 존재하며(Kim et al., 2008; NiFoS, 2019), 일본잎

갈나무 종자의 화분친별 기여도 변이도 보고되었다(Che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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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 모수 집단과 차대 집단, 그리고 차대 집

단 간의 유전변이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행 연

구를 살펴본 결과 잎갈나무속에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유전변이가 나타

나지는 않았다. 모수 집단에 대한 차대 집단의 유전변이 수준은 다양한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잎갈나무속 교배양식과 생

식 특성은 그 영향을 받게 하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이를 고려할 때 일본잎갈나무에서는 모수 집단과 비교하여 차대 집

단에서 유전 다양성과 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의 모수와 차대 개체목들에서 명확한 유

전적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모수 집단에서 뚜렷한 구조가 없

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차대 집단에서 내재된 유전적 그룹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종원 세대 진전에 따라 유전자 풀(gene pool)의 축소 및 근친

교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유전검정 대상 조림지에 대한 유전

변이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임목은 높은 타가교배율과 유전 다양

성으로 인해 개량을 통한 유전변이 감소가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일본잎갈나무 채종원산 종자로 조성된 임분을 활용하여 개량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모수 집단과 차대 2개 집단 간 유전변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수와 차대 집단 간 대립유전자

개수 및 이형접합율의 차이가 없었고 차대 집단 간 유전변이는 관측값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대 집단의 유전변이는 해당

연도의 종자 결실량을 비롯하여 교배양식과 기상 요인 등의 영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잎갈나무속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유전변이와 타가교

배율이 보고된 것은 아니었다.

임목 개량은 대상 재료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변이를 파악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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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며, 반복적인 선발을 통해 육종 세대가 진전해 나가는 과정에

서도 지속적으로 유전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육종 재

료의 유전변이는 유전적 요인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of

genetic factor, CVG)와 관련하여 목표 형질의 개량 잠재성,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보유하기

위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유전검정을 위한 조림지를 선정하고 육종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변이 보유 수준을 확인하여

개량 연구의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전세

대 기반이 되는 육종 재료의 기본 정보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야 한다. 특히 잎갈나무속 수종의 생식 및 교배 특성을 고려할 때 일본

잎갈나무 유전검정에 앞서 대상지의 유전변이 분석 및 파악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선정된 조림지로부터의 접수(椄穗), 종자

등 증식 재료 확보, 채종림 지정 등의 방식을 통해 대상 임분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유전변이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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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3. Estimated delta K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genetic structure in (a) whole individuals, (b) mother

trees, (c) offsprings in Hongcheon and (d) offspring in

Hw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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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4. Barplot of the genetic structure by the estimated number

of the genetic group in (a) whole individuals, (b) plus

trees, (c) offsprings in Hongcheon, (d) offspring in

Hw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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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가계도 재구성

일본잎갈나무 7개 microsatellite marker 분석에 의한 non-exclusion

확률은 Table 4-5와 같았다. 평균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

(PIC)는 0.638이었고, identity에 대한 non-exclusion 확률은 4.1E-07로

낮았다. 실제로 분석된 개체목 중 7개 유전자좌에 대해 동일한 유전자형

을 나타내는 개체는 없어 모든 식체를 실별할 수 있었으며 첫 번째 후보

모수(first parent)에 대한 non-exlcusion probability는 0.055였다.

모계분석 수행 결과에 따르면 완화된 신뢰수준(80%)에서 모수에 배정

된 개체목은 총 90본으로 분석된 개체의 27%였으며, 나머지 244본의 모

수 배정 결과는 신뢰수준 내에 들지는 못했다(Table 4-6). 홍천 집단과

화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배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80% 신뢰수준에서 배

정된 개체목 수는 각각 23%, 25%로 전체 배정 결과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Table 4-7). 두 집단의 분석 결과에서 신뢰수준 구간별 모수

배정 본수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그 신뢰

수준이 낮은 원인은 활용된 마커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ERVUS 프로그램의 가계 배정에는 배타확률(exclusion probability)

과 우도(likelihood)가 고려되며, Logarithm-of-odds (LOD)가 음의 값인

경우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LOD가 음의 값인 경우는

각 유전자좌에 대해 보편적인 빈도로 나타나는 대립유전자를 많이 가지

고 있는 개체들일 경우 또는 후보목과의 대립유전자가 일치되지 않는 경

우이다. 즉 보편적인 대립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개체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보 모수 간의 우도 차이가 적어 배정의 신뢰수준이 낮

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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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First parent 0.0549

Second parent 0.0074

Parent pair 0.0002

Identity 0.0000

Sib identity 0.0030

Table 4-5. Combined non-exclusion probability using seven

microsatellite markers of Larix kaempferi

Confidence
Level

Confidence
(%)

Critical
Delta Assignments (%)

Observed Expected

Strict 95 2.77 16 (5%) 83 (25%)

Relaxed 80 1.03 90 (27%) 181 (54%)

Low < 80 - 244 (73%) 153 (46%)

Total 334 (100%) 334 (100%)

Table 4-6. Maternity analysis of individual trees of Larix kaempferi

stand

Level Confidence
(%)

Observed
assignments (%)

Hongcheon Hwaseong

Strict 95 10 ( 5%) 6 ( 4%)

Relaxed 80 53 ( 23%) 37 ( 25%)

Low < 80 135 ( 71%) 109 ( 75%)

Total 188 (100%) 146 (100%)

Table 4-7. Maternity analysis of individual trees by population of

Larix kaempf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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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마커에 대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대립유전자들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개체목별 모수 배정 결과의 신뢰수

준이 낮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가계도 재

구성에 필요한 모수 집단의 정보로서 기존에 분석된 유전형 자료를 활용

함에 따라 모수 식별에 이용되었던 7개 microsatellite marker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향후 가계도 재구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형성을 보유하고 있는 마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Hansen et al. (2020)이 기술한 바와 같이 SSR marker는 수많은 가계도

재구성 연구에서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 마커를 활용한 분석

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Microsatellite multiplex

assay에 의한 유럽철갑상어의 가계도 재구성 분석에서 마커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CERVUS 프로그램에 의한 배정 성공률이 82%에서 96%까

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ques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나타

난 마커별 대립유전자 개수와 이형접합율 수준이 Abies procera (noble

fir)에 대한 5개 마커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정 결과의 낮은 신뢰수준은 대립유전자 빈도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다. Noble fir에서는 SSR marker가 가계도 분석을 목적으로 충분

한 변이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SNP marker를 개발하고 가계도 분

석에 활용하였다(Hansen et al., 2020).

그리고 모수와 차대에 대한 실험이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유전형 판별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실험자 간 유

전형 판별 기준의 차이에 의해 모수 배정의 신뢰수준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본잎갈나무 모수 배정 결과의 신뢰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다형성이 높은 마커 등을 추가로 활용하고, 유전형 분석

시 판별 오류(scoring error)를 줄여 가계도 재구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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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Jones et al., 2010).

앞으로 분자생물학적 실험 기술의 발전에 의한 유전형 분석 자동화와

대용량 처리가 용이해질 것임을 고려할 때(Hansen et al., 2020), SNP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가계도 재구성의 분석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

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의 가계도 분석의 신뢰수

준은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통해 향상 가능할 것이며, 개체목 선발을 위

해 활용할 수 있는 실험 기술은 가계도 재구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임목 개량 분야에서의 분자생물학적 기술 적용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genetic dissection’ 및 ‘genomic selection’으로 목표

형질과 마커의 연관(association)에 관련된 분야이다(Grattapaglia et al.,

2018; Hansen et al., 2020).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임목 개량의 측면에서

DNA 마커를 활용한 양적유전학(quantitative genetics)에 기반하는 연구

분야로 가계도 재구성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잎갈나무 우수개체

선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량의 SNP 분석을 활용하는 유전체

선발(genomic selection) 방식 또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전통적인 임목

개량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분석 방

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계분석 결과 홍천 임분의 188본 개체목이 92본의 모수에 배정되었

고, 화성 임분의 143본은 79본의 모수에 배정되었다(Table 4-8, Table S

1). 집단을 통틀어 총 112본의 모수에 배정되었으며, 한 집단에서만 모수

로 확인된 경우는 홍천 임분에서 33본, 화성 임분 20본으로 종자 생산

시기에 따른 모수 배정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 홍천과 화성 임분의 개체

목들은 당해에 생산된 차대들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수종의 교배 특성 및

다양한 환경 인자의 영향으로 인해 차대의 유전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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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잎갈나무 임분별로 모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홍천 임분의 모수

당 차대는 1~6본의 범위로 나타났다. CN05, JPR-4, CN09의 모수에 배

정된 차대 개체수가 6본으로 가장 많았다. 배정된 차대 개체 수가 1본인

모수는 42본이었다. 화성 임분의 모수 당 차대는 1~5본이었으며 GB12,

GB27에 배정된 차대가 5본이었고, 차대 개체 수가 1본인 모수는 36본이

었다. 각 모수별로 배정된 차대 개체목의 임분 내 위치는 Figure S2~6와

같았으며, 같은 모수에 배정된 개체목들이 비교적 임분 전체에 걸쳐 분

산되어 있었다.

서양잎갈나무, A. nordmanniana의 가계도 재구성 분석에서 전체 배정

결과 중 모수 당 차대 개체 수가 적은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모

수 배정 결과가 매우 편향되어 나타났다(Hansen and McKinney, 2010;

Lstibůrek et al., 2020). 본 연구 결과에서도 총 92본의 모수 중 42본의

모수에 1본의 차대가 배정되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sen and McKinney (2010)은 이와 같은 편향된 모수 배정 결과를 가

계도 재구성에 의한 유전검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 차대의 표

본 수가 불충분함에 따라 각 채종목 클론의 육종가 추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조림지를 활용한 유전검정에서는 차대검정과는 달리 설계가

선행되지 않으므로 가계 평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표본 수를 확보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장애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대의 성적에 근

거한 모수 선발(backward selection)보다는 분석 대상 개체목 선발

(forward selection)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Xu et al. (2018)은

유령기의 차대를 활용한 가계도 재구성 및 유전검정 시 선발된 재료의

증식 용이성과 이를 통한 개량 연구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모수 선발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0년생 성목

을 대상으로 가계도 재구성 및 유전검정을 수행하고자 했다.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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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표본 개수에 의해 모수 육종가 추정의 정확성 저하가 야기될 수 있

음을 고려하면 차대 개체목 선발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홍천 임분에서 6본의 차대가 확인된 모수 중 CN09에서 유래된 것으로

분석된 개체목은 4본이었다. 일본잎갈나무 클론별 암꽃 개화량 차이와

평균 개화량이 안정적으로 많은 클론이 확인된 것과 같이 유전적으로 개

화량이 많은 클론이 존재할 수 있다(Kim et al., 2008). 개화 이후 종자

결실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추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자 결실 모니터링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계도 재구성을 통해

CN09와 같이 다결실 후보 클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03~2005년의 평균 개화량이 높은 클론 중에서 본 연구에서 복수의 차

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모수는 CN14와 JPR-8이었다. 표본 조사 시

1본의 차대를 가지는 모수 비율이 높음에도 이들은 복수의 차대를 가졌

으며, 여러 해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다개화·다결

실 클론의 선발에 참고할 수 있다.

일본잎갈나무는 국내에서 수형목이 선발된 이래로 차대검정이 진행되

지 않은 수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목재 이용에 대한 국내 수요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증식과 육성을 위해 우수한 육종 재료 선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 차대검정을 대체하여 채종원산 종자

로 조성된 조림지 임분에 대한 유전검정을 통해 진전세대를 구성할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자 가계도 재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7개 microsatellite

marker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 개체목의 식별이 가능했고

모든 개체목에 대해 후보 모수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배타확률 및 우도

에 근거하여 유의미한 신뢰수준에서 모수를 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된 2개 임분에서 각 신뢰수준별로 유사한 비율로 모수가 배

정되었으며, 대립유전자별 빈도가 고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욱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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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립유전자들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모수 배정

신뢰도는 변별력이 높은 마커를 활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차대 집단별로 세부적인 배정 결과에서는 모수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모수에 배정된 차대 개체목 수는 1~6본이었

다. 모수의 육종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차대 개체목 수가 제

한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만을 활용할 경우에는 모수 선발보다

차대 임분의 개체목 선발이 유전검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

이다. 그러나 유전검정 분석 대상 조림지 개소 수를 확대하여 모수별 육

종가 추정을 위해 충분한 본수의 차대 개체목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계

도 재구성을 통한 모수 선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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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 Hongcheon Hwaseong Plus tree Hongcheon Hwaseong

CB01 - 3 GB23 2 -

CB03 1 - GB24 1 1

CB06 1 - GB25 5 1

CN04 1 - GB26 - 2

CN05 6 1 GB27 3 5

CN08 - 1 GB28 - 1

CN09 6 4 GB29 2 -

CN10 2 1 GB31 2 -

CN13 1 - GG01 2 1

CN14 3 3 JB01 3 4

CN15 2 3 JB03 3 1

CN16 2 1 JB05 2 -

CN18 - 1 JB07 - 2

CN19 1 2 JB08 3 2

GB04 1 - JB09 2 2

GB05 1 - JB10 1 3

GB07 - 3 JB11 1 -

GB09 2 - JB12 1 1

GB10 - 2 JB13 1 1

GB11 1 - JB14 3 -

GB12 1 5 JB15 1 -

GB13 1 2 JJ01 1 -

GB14 - 1 JN01 3 4

GB15 - 1 JN03 1 1

GB16 1 - JN04 5 1

GB18 - 2 JPOR-1 1 -

GB19 - 1 JPR-1 3 1

GB21 2 1 JPR-10 2 -

Table 4-8. Number of the offsprings assigned to the plus trees by

matern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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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 Hongcheon Hwaseong Plus tree Hongcheon Hwaseong

JPR-12 3 2 KW28 2 3

JPR-3 2 1 KW29 2 2

JPR-4 6 2 KW30 2 -

JPR-5 - 2 KW31 1 -

JPR-8 1 4 KW33 - 1

JPR-9 2 - KW34 4 2

KW01 - 1 KW35 1 2

KW02 5 2 KW38 1 1

KW03 4 2 KW40 1 1

KW04 1 1 KW42 3 1

KW06 1 1 KW43 2 1

KW07-1 3 2 KW44 1 -

KW07-2 3 4 KW47 - 1

KW08 4 3 KW48 1 1

KW09 3 2 KW51 1 -

KW10 3 2 KW52 2 1

KW11 - 1 KW54 1 -

KW12 1 - KW55 1 2

KW13 2 2 KW56 4 -

KW15 1 1 KW57 1 3

KW16 - 1 KW58 2 -

KW19 3 2 KW59 1 2

KW20 1 - NO01 - 1

KW21 1 - NO02 1 2

KW22 1 1 NO03 2 -

KW23 1 - NO04 - 3

KW24 3 3 NO05 2 1

KW26 1 1 NO0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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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의 유전검정

1. 개체목 가계도 정보를 활용한 유전검정

본 연구에서 일본잎갈나무 개량 목표 형질은 재적생산량으로 그에 관

한 측정 형질은 수고와 흉고직경이었다. 육종가 추정을 위한 모형에서

측정값은 개체목별 흉고직경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잎갈나무 30년

생의 수고가 높아 측정의 정확성이 낮지만 흉고직경의 측정은 비교적 정

확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일본잎갈나무 목재는 송진 등으로 인해 가공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으나 목재 가공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빠르고

곧은 생장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용재 생산 목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

다. 이렇듯 국내 수요 증가의 원인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의 일본잎갈나무

개량 형질은 목재의 질적 특성보다 재적생산량에 관련된 생장 특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목재 밀도 등 질적 특성에 대

한 선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생장이 우수한 선발목 가운데에서 선발하는

방식의 동시적인 선발(simultaneous selection)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Pâques et al., 2010).

일본잎갈나무 모수 배정 결과 신뢰수준은 낮았으나 모든 개체목의 모

수가 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체목별 가계도 정보를 활용하여 육종가

를 추정했다. Animal model을 활용한 유전검정 분석 결과 유전적 분산

성분이 4.9E-5로 극소했으며 잔차의 분산성분은 25.07이었다. 유전적 분

산성분이 매우 작음에 따라 개체목별 육종가 예측값 간 차이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9, Table S2). 흉고직경이 29.7 cm로 가장 컸

던 hc1485의 육종가가 0.00003으로 높았으며, 흉고직경 6.6 cm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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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1442의 육종가가 –0.00002로 가장 낮았으나 이들 간의 차이 역시 극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된 관측값인 흉고직경과 예측된 육종가 간

상관계수는 0.94로 대체로 일관적인 경향을 보였으며(Figure 4-5), 이들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계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관측값과 예측값 간

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졌다.

Estimated variances Standard error

Genetic 4.9E-5 0.01

Residual 25.07 2.59

Table 4-9. Variance components of the animal model of analysis of

Larix kaempferi stand

r =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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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Correlation between DBH and the predicted breeding value

by the animal model in the genetic test of Larix kaempf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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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갈나무속 수종 생장에 관한 유전검정 결과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hai

and Teodosiu, 2009; Pâques et al., 2010; Lai et al., 2014; Diao et al.,

2016; Pan et al., 2018; Lstibůrek et al., 2020). 유럽잎갈나무 25~35년생

수고의 유전력은 0.23이었고(Lstibůrek et al., 2020), 일본잎갈나무 30년

생 인공교배조합에 대한 유전검정 결과 수고의 유전력은 0.549, 흉고직경

의 유전력은 0.224였다(Fukatsu et al., 2015). 본 연구의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 조사에서도 인접한 개체 간 생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

석을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

겨졌다. 조림지가 강원도 산악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지형, 사면향, 경사

등 개체목 및 군집별 환경이 매우 상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체목 간의

경쟁, 토양 특성 등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수많은 요인

들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임목의 차대검정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가능한 한 제어하기 위해 구역(block) 분할 등의 실험 배치가 포함된 차

대검정림이 설계된다. 그리고 생장 자료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환경

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구역 효과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림지 내 구역별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구역을 사후

에 분류하여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의 가계 정보를

포함한 분석 결과에서 유전적 분산성분이 극소하게 추정된 원인은 환경

적 요인에 대한 제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즉 조림지 임분의 개체목 생장에 대해 유전적 요인에 비해 입지환경의

이질성에 의한 변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임목 개량을 위한 가계도 재구성 연구는 국외에서 소나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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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갈나무속과 전나무속 등 경제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관리됨에 따

라 조림 이력 파악이 가능한 시험림 등을 활용한 사례 위주로 찾아볼 수

있다(El-Kassaby and Lstibůrek, 2009; Hansen and McKinney, 2010;

El-Kassaby et al., 2015; Vidal et al., 2017; Xu et al., 2018; Bouffier et

al., 2019; Lsibůrek et al., 2020; Hansen et al., 2020). 그 중에서도 대부

분의 선행 연구는 가계도 재구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과 분석

방법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질적인 유전검정까지 연계되어

분석된 경우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전나무속에 대한 연구(Hansen and

McKinney, 2010; Xu et al., 2018; Hansen et al., 2020), 기후변화에 대

응한 지역별 유럽잎갈나무 유전자원 평가(Lsibůrek et al., 2020) 등 소수

의 연구에서만 진행된 수준이며 특히 국내 임목 개량 연구에서는 시도된

바 없었다. 즉 임목 개량 연구에서 가계도 재구성 방식이 활용되어 온

이후로 그간 실질적인 유전검정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다. 그 이유로는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차대검정과 달리 구역 설

정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 대상지에서 환경적 요인의 분리에 관한 분석이

부족했던 점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나무

속의 가계도 재구성 결과가 최근의 유전검정 활용까지 이어지며 발전되

어 온 양상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가 수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환

경적 요인의 분석을 포함한 유전검정의 수행과 다형성이 높은 SNP

marker의 활용 등이 추가됨에 따라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 단계에 이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계도 재구성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통계적으로 발전 중인 다

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한편, 유전검정을 위한 분석 단계에 이르러

생장과 유전형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분리할 수

있는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유전적 요인의 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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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값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일본잎갈나무 가계도 재구성 결과를 활용하여 개체목 가

계 정보를 포함한 유전검정을 수행한 결과, 유전적 요인에 의한 분산이

극소하게 나타났다. 임분 내 근접 개체 간 생장 차이, 개체목 입지환경의

이질성, 일본잎갈나무 생장 형질 유전력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 조림지 개체목의 생장 형질 발현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조림지 개체목을 활용한

유전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계도 확인이 선결사항이지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론 적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

2. 개체목 표현형의 공간 분포를 고려한 유전검정

가계도 재구성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대한 유전적 요

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전적 분산성분이 극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요인 영향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개체목 흉고직경 분포의 공

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 흉고직경에 대한 밀도그림(density

plot)으로부터 그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

6). 개체목 흉고직경 분포에 대한 Moran’s I 값과 semivariogram 분석

결과 조림지 임분에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Table 4-10;

Figure 4-7). Moran’ I 는 0.082로 기댓값 –0.005에서 매우 유의하게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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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있었다. Semivariogram을 통해 위경도 기반으로 산출된 거리로 약

0.0005 이내까지는 개체들 간의 semivariance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

다.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 흉고직경의 공간자기상관이 나타남에 따

라 가장 설명력이 높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공간 분석이 포함되지 않

은 모형(animal model)과 7개 유형(exponential, gaussian, spherical,

linear, rational, AR1, AR1⊗AR1)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중 AR1

⊗AR1 공간 구조 분석에는 흉고직경 분포의 래스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Figure 4-8). 본 연구 대상지는 차대검정림 또는 일반 시험림과 달리

일반 조림지였기 때문에 개체목 간 간격이 일정하게 식재되지 않았다.

그리고 식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원인의 교란으로 인해 국지

적인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식재된 시험림에서와는

달리 래스터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근접하여 위치하는 개체목들의

자료가 통합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cm)

Figure 4-6. Spatial distribution of DBH of individual trees in

Larix kaempferi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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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Semivariogram of the spatial data of DBH

in Larix kaempferi stand

(cm)

Figure 4-8. Rasterization of DBH distribution for the spatial

analysis of AR1⊗AR1 in Larix kaempferi stand

Observed Expected
Standard

deviation
p value

Value 0.082 -0.005 0.013 7.4E-12

Table 4-10. Moran’ I of DBH distribution in Larix kaempferi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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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별 모형별 로그 우도값과 AICc를 비교한 결과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흉고직경의 공간자기회귀 모형으로는 AR1⊗AR1이 가장 적합했

으며, 두 번째로 적합한 것은 animal model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11). 그러나 animal+AR1⊗AR1의 AICc값은 animal model을 비롯한 다

른 모형들과 가장 큰 폭으로 차이가 나타나 적합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imal model과 다른 6개의 공간 구조에 의한 모형 간의

AICc 차이는 그에 비하면 작았으며, rational 이하 기타 6개의 공간 구조

모형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Animal+AR1⊗AR1 model의 적합성이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던 것과 달리 animal+AR1 model의 적합성은 매

우 낮아 2차원의 first-order autoregression model을 활용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도 정보만을 활용한 animal model에서 유전

적 요인의 분산성분이 극소값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aussian 등 다른 공

간 구조는 오히려 animal model에 비해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에 따라 유전검정 시 공간 구조를 포함한 분석을 할 때, 단순히

공간 구조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구조로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Animal model은 공간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nimal+AR1⊗AR1에 이어 두 번째로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이 animal model에 의해서는 예상되는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유전적 분산요인이 추정되었다. 그 적합성을 검

정하기 위해 예측값과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 Figure 4-9 (a)에서 기울기

가 1인 직선을 참고할 때 관측값에 대한 예측값의 정확성이 낮았으며,

Figure 4-9 (b)의 잔차그림(residual plot)으로 보아서도 적절한 모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반면 animal+AR1⊗AR1 model은 관측값과 예측값 비교 및 잔차그림



- 92 -

으로 보아 animal model에 비해 적합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10). 두 모형에 의한 잔차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도 animal

model에 비해 animal+AR1⊗AR1 model에 의한 잔차가 전반적으로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4-11).

다만 AR1⊗AR1 구조의 공간 분석을 포함한 모형 분석 결과에서 좌우

측 극단 가까이에 위치한 개체들에 대해서는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고직경이 작은 개체들에 대해서는 모형에 의한 예측값이 관

측값에 비해 컸으며, 흉고직경이 큰 개체들에 대해서는 모형에 의한 예

측값이 관측값에 비해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생장이 저조한 개

체들은 예측에 비해 더 저조하고, 생장이 우수한 개체들은 예측에 비해

더 우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간 분석을 포함하는 유전검정에는

일본잎갈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의 결

과로 나타나는 공간자기회귀 구조를 고려하는 모형이 사용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판단할 때 좌우측 극단 개체목들에 대해 모형의 적합성이 낮아

지는 것은 공간자기회귀로 설명되는 수준 이상의 공간자기상관성에 기인

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전검정 목적이 생장에 기

반하여 육종가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 개체목의 선발에 있음을 상기할

때, 관측값이 실제 예측값보다 더 높은 것은 분석 결과의 활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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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model
Intercept Degree of

freedom Log likelihood AICc1)

AR1⊗AR1 18.07 3 -553.6 1113.1

Animal
model 17.751 2 -568.9 1141.7

Rational 17.8 5 -568.1 1146.5

Gaussian 17.76 5 -568.1 1146.6

Spherical 17.76 5 -568.3 1147.0

Exponential 17.8 5 -568.4 1147.2

Linear 17.76 5 -568.4 1147.2

AR1 18.18 4 -603.9 1216.0

Table 4-11. Comparison of the fitness of spatial autoregression model

of DBH distribution in Larix kaempferi stand

1)second-orde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 (b)

Figure 4-9. (a) Fitness and (b) residual plot by animal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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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10. (a) Fitness and (b) residual plot by animal+AR1⊗AR1 model analysis

(a) (b)

Figure 4-11. Comparison of (a) residual of animal model and

(b) residual of animal+AR1⊗AR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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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AR1⊗AR1 model의 분산성분은 Table 4-12와 같았다. AR1⊗

AR1 요인이 추가됨에 따라 유전적 요인에 의한 분산성분이 5.0E-5에서

9.086으로 증가했으며, 유전력은 0.344로 추정되었다. Fukatsu et al.

(2015)에서 일본잎갈나무의 흉고직경 유전력은 0.224였음을 참고할 때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분리를 통해 유전적 영향 추정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형에 의해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은 개체목별 예측된 육종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S2). 제4장의 가계도분석에 의한 animal model 적용 시

생장이 우수한 개체의 육종가는 0.00003, 저조한 개체의 육종가는

–0.00002로 그 차이가 약 0.0000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animal+AR1

⊗AR1 model에 의한 가장 높은 육종가는 5.655, 낮은 육종가는 –5.937

로 개체목 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생장 예측값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났다.

흉고직경 관측값과 공간분석을 포함하여 추정된 개체별 육종가의

Spearman 상관계수(r)는 0.87로, animal model에 의한 상관계수 0.94와

비교할 때 상관관계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12 (a)). 이는

개체목 표현형을 평가할 때 공간 분석에 의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됨에

따라 흉고직경 관측값과 육종가의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imal model과 animal+AR1⊗AR1 model에 의해 예측된 개체목

별 육종가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89로 나타나 상관관계는 높으나 두

개의 모형에 의한 개체목별 추정된 육종가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었

다(Figure 4-12 (b)).

Animal model 및 animal+AR1⊗AR1 model에 의한 육종가 추정의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해, 188본의 개체목 흉고직경에 대하여 두 모형 분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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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 개체목 육종가와 흉고직경 관측값을 비교하였다(Table S2).

이를 통해 관측값에 비교하여 모형별 육종가 추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흉고직경 관측값과 animal model에 의한 육종가 예측값

이 가장 높았던 hc1485는 공간 분석을 포함한 모형에 의해서는 육종가

순위가 11위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hc1335는 공간 분

석 포함 모형을 통해 관측값과는 달리 가장 우수한 개체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개체목에 따라 관측값 및 animal model에 의한 순위와 비교할 때

animal+AR1⊗AR1 model에 의한 순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후자의 모형 활용에 따라 유전적 요인에 관한 설명력과 육종가 추정 등

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통해, 조림지 임분을 대상으로 유전검정을 수

행할 때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 분석을 포함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대검정에서 가계의 육종가 추정과 선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사전에 가계별 일정 본수 이상의 차대를 식재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그러나 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종원산 종묘를 활용한 조림지

에서 유전검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계별 차대 개체 수를 사전에 제

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본 연구를 비롯한 서양잎갈나무, A.

nordmanniana의 가계도 재구성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가계에 1본의 차

대만이 배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Hansen and McKinney,

2010; Lstibůrek et al., 2020). 이와 같이 가계당 반복 개체목이 없는 상

황에서 backward selection 또는 forward selection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장에 대한 유전적 요인 파악을 위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분산성분의

분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 뿐만 아니라 차대검정에서도 공간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Bian et al., 2016; Ch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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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히 우리 나라의 산지와 같이 임분 내 공간적 이질성이 높은 경

우 차대검정 시 공간자기회귀 요인을 고려하는 모형을 확대 적용하는 것

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stimated variances Standard error

Genetic 9.086 7.634

Spatial 12.478 3.894

Residual 4.885 7.393

Table 4-12. Variance components by animal+AR1⊗AR1 model

analysis of DBH growth of Larix kaempfer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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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Correlation between (a) DBH and the predicted

breeding value by animal+AR1⊗AR1 model, (b)

predicted breeding values by animal model and

animal+AR1⊗AR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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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재구성 결과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모수별로 배

정된 개체 수는 1~6본으로 모수의 육종가 추정을 위해 대표할 만한 표본

개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4-8). 그러나 본 연구

대상지인 홍천 임분에 한정하여 우수한 모수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조림

지에서의 가계도 재구성 및 유전검정에 활용 가능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다. 그에 따라 모수의 육종가 추정을 위해

animal+AR1⊗AR1 model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측정값과 예측값의 적합

도 및 잔차그림을 통해 모수의 유전검정에도 이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4-14). 그러나 예상되는 바와 같이 차대 개체목의 측

정값과 예측값의 적합도(Figure 4-10)에 비해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모수별로 추정된 육종가를 살펴보면 KW02의 육종가(predicted

breeding value, PBV)가 3.0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JB10, NO05,

NO03, GB25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13, Figure 4-14). 그리고

GB23의 육종가가 –3.90으로 가장 낮았고, JB08, CN15, KW56의 순으로

낮은 육종가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육종가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KW02의 경우, 가계도 재구성 결과 홍천 임분 내 5본의 개체목이 차대

인 것으로 배정되었다(Table 4-8). 이들은 hc1327, hc1427, hc1485,

hc1538, hc1549였으며(Table S1), 앞서 개체목의 육종가 추정 결과에 따

르면 각각 1.507, 4.846, 3.621, 2.171, 0.117로 모두 양(+)의 육종가를 나

타냈다. 다음으로 육종가가 높았던 모수는 JB10이었는데, 이의 차대는

hc1335 1본이었으나, 이 개체목의 육종가는 5.655로 홍천 임분의 개체목

가운데 가장 높은 예측값을 가졌다. NO05의 차대는 hc1436, hc1552로

각각의 육종가는 3.971, 2.604로 188본의 개체목 중 6번째와 24번째로 높

은 육종가를 가졌다. NO03의 차대는 2본(hc1437 (PBV 3.795), hc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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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 2.442)), GB25의 차대는 5본(hc1423 (PBV 2.390), hc1468 (PBV

–1.163), hc1519 (PBV 0.875), hc1520 (PBV 3.900), hc1559 (PBV

3.068))이었다. 그리고 육종가가 가장 낮은 모수로 추정된 GB23의 차대

는 hc1509, hc1516으로 각각의 육종가는 -3.812, -5.937이었는데 이 중

hc1516은 전체 188본 중 가장 육종가가 낮은 개체였다.

비록 분석된 임분에서 모수를 대표할 수 있는 차대의 표본 수는 적었

으나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모수의 육종가가 배정된 차대의 육종가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계도 재

구성을 통한 모수의 육종가 추정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a) (b)

Figure 4-13. (a) Fitness and (b) residual plot by animal+AR1⊗AR1 model analysis

with breeding values of mother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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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 PBV Plus

tree PBV Plus
tree PBV Plus

tree PBV Plus
tree PBV Plus

tree PBV Plus
tree PBV Plus

tree PBV

KW02 3.065 KW43 1.381 KW35 0.803 JB11 0.391 KW59 -0.127 KW55 -0.479 KW44 -1.012 JN04 -1.853
JB10 2.827 KW30 1.307 KW40 0.740 GB11 0.374 KW21 -0.167 JB01 -0.538 JB03 -1.043 GB13 -1.869
NO05 2.630 KW23 1.281 CN19 0.729 JB14 0.290 GB16 -0.188 KW28 -0.638 JPR-12 -1.075 CN05 -2.022
NO03 2.495 KW06 1.266 KW04 0.711 GB12 0.274 JPR-1 -0.193 KW54 -0.685 KW42 -1.113 JN01 -2.169
GB25 2.267 CN14 1.152 KW08 0.653 GB29 0.258 KW20 -0.218 KW34 -0.705 GB31 -1.120 KW56 -2.304
CN13 2.233 CN09 1.105 KW52 0.639 NO06 0.251 KW03 -0.224 GB27 -0.723 JN03 -1.283 CN15 -2.638
KW26 2.126 NO02 1.044 KW24 0.587 JPR-8 0.146 JPOR-1 -0.227 JB12 -0.755 JB09 -1.494 JB08 -2.868
KW29 1.943 KW09 1.003 KW57 0.543 CN16 0.135 GB24 -0.231 KW38 -0.802 KW58 -1.618 GB23 -3.900
GB09 1.797 KW12 0.949 JPR-4 0.531 CB03 0.002 CN10 -0.262 KW15 -0.821 GG01 -1.719
JJ01 1.633 CB06 0.901 GB05 0.465 JPR-9 -0.009 JB13 -0.386 KW48 -0.830 GB21 -1.742
JB15 1.615 KW31 0.818 KW10 0.464 JPR-10 -0.057 JB05 -0.418 KW13 -0.985 KW07-2 -1.788
CN04 1.593 KW22 0.813 JPR-3 0.427 KW51 -0.127 KW19 -0.436 GB04 -1.003 KW07-1 -1.792

Table 4-13. Predicted breeding value (PBV) of the plus trees of Larix kaempferi assigned as the mother tree

Figure 4-14. Predicted breeding value of plus tree of Larix kaempferi (number in the parenthesis is the no.

of individuals assigned as its off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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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임목 개량에서는 차대검정을 위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설계가 선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 차대검정을 대체하여 조

림지 활용 유전검정을 위해 개체목 가계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간적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였다. 공간자기회귀의 여러 구조 중에서도

행과 열의 1차 공간자기회귀 행렬의 크로네커곱으로 구성된 AR1⊗AR1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는 유

전검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AR1⊗AR1 구조의 적합성을 뒷받

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목 및 동물의 유전검정에

널리 활용되는 ASReml (Gilmour et al., 2015) 등의 프로그램에서 제공

되는 분석 도구를 활용해 AR1⊗AR1 요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표현형에 대한 다른 유형의 공간적 구조와

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적용에 앞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었다.

개체목 가계 정보를 활용하는 animal model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공간적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유전검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Animal+AR1⊗AR1 model 분석 결과 유전적 요인의 분산성분이 증가하

여 유전력이 0.344로 추정되었으며 개체목 간 육종가 예측값의 차이도

더욱 뚜렷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목표 형질인 흉고직경과 animal

model의 육종가 예측값에 기반한 순위를 비교할 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적 요인을 포함하는 분석 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우수 개체

선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nimal+AR1⊗AR1 model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생장을 나타내는

개체목과 모수를 선정할 수 있었다. 차대의 개체목 가운데 hc1335,

hc1427, hc1429 등의 순으로 높은 육종가를 가졌으며, 모수 중에서는

KW02, JB10, NO05, NO03, GB25 등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소질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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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도 재구성 분석 결과에 따라 모수 선발을

위해 표본이 되는 차대의 개체 수는 적었으나 모수별 육종가가 차대의

육종가를 반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학적, 비생물학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분

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

타나는 형질의 공간자기회귀를 고려하는 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적

차이를 제거하고 유전검정의 정확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차대검정 뿐만 아니라 조림지 임분을 활용한 유전검정에서도 가계

도 재구성과 결합된 공간 분석 효용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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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생장과 환경적 요인 회귀분석

1.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입지환경 분석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개체목의 입지환경 요인 분석을 위해 고도, 사면

향, 경사도, 일사광량과 토양특성 자료를 취득하였다(Table 4-14). 조림

지에서 분석된 입지환경 요인별 변화는 Figure 4-15, Figure S7과 같았

다. 평균 고도(elevation)는 390 m였으며, 개체목별로 대부분 374-418 m

구간에 위치하였다(Figure 4-15 (a)). 개체목이 위치한 사면향(aspect)은

대부분 동향, 남향 및 남서향이었고, 평균 경사도(slope)는 30.7°로 주로

17~36° 구간에 해당되었다(Figure 4-15 (b), Figure S7 (a)). 개체목별 입

지환경 습도(wetness)는 3.51이었는데, 조림지 습도 지수가 1.41~16.85로

나타났으며 Figure 4-15 (c)의 임분 내 습도 현황을 볼 때, 일본잎갈나

무 개체목의 입지가 계곡부 근처이면서도 습도가 낮은 입지에 위치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사면향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임분의 중앙에 위치하

는 남서향의 구역은 계곡이 없고 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지

에서 수행된 일본잎갈나무 벌채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특별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일본잎갈나무 생육 적지가 아닌 이유로 잔존

목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남서향이

면서도 계곡부에 위치한 구역에서 대부분의 일본잎갈나무 잔존목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잎갈나무의 생육에는 건조와 과습

스트레스가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의 분포가 남서향

의 계곡부에 편중되어 있어 이 수종의 생육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Mamet et al. (2018)은 잎갈나무속 수종은 낙엽성 수종이며 빠른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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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의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분포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북반구의 시베리아와 북미 지역에서는 북쪽으로 분

포가 확장되는 반면 남쪽 지역에서는 분포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북부 집단들에 비해 남부 집단이 건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잎갈나무속

의 형태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잎갈나무속 분포의 남방한계선 지역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집단에 해당되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자생

지 분포 변화로 보아 국내 생육 적지가 축소되며 점차 고도가 높은 지역

으로 한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분포가 백두대

간의 산악 지역에 남아있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Figure 2-2 (b);

Ka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채종원산 차대로 조림된 임분으로 한

정된 연구 재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일본잎갈나무 개량효과의 증대를 위

한 생육 적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시료는 현장 조사에 의해 개체목의 생육 및 환경 요인이 상이한 3

개 지점에서 채취하였고, GIS를 활용한 크리깅을 통해 임분 내 변이 양

상을 분석하였다. 토양 중 모래(sand), 미사토(silt), 점토(clay)의 평균 비

율은 각각 69.7%, 21.8%, 8.5% 였으며 3개 지점 시료에서 분석된 결과인

67.8~70.9%, 21.1~22.6%, 8.0~11.1% 범위 내에서 개체목별 값이 부여되었

다(Figure S7 (b), (c), (d)).

국내 산림토양의 평균 산도는 pH 4.88이고 전국 65개 고정조사지의

65%가 pH 5.0 이하였는데(NiFoS, 2018), 본 연구 대상 조림지 pH는 5.4

로 그에 비해 약산성을 나타내었으며, 수목 생육 적정범위인 pH 5.5~6.5

에 근사하였고 개체목 간 토양에서 변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4-14). 유기물(organic matter), 전질소(total N), 유효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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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P) 함량은 평균 8.5%, 0.36%, 65.6 mg/kg이었다. 각 함량에

대한 수목 생육 적정범위는 3.0%, 0.25%, 100 mg/kg 이상으로, 본 연구

대상 임분의 유기물과 전질소는 적정수준 이상이었으나 유효인산은 65.1

mg/kg로 그에 미치지 못했으며 65개 고정조사지 산림토양(64 mg/kg)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양이온치환능력(CEC)는 13.6 cmolc/kg로 적정수준(12 cmolc/kg 이상)

이었다. 치환성 양이온 중 K+, Na+, Ca2+은 수목 생육의 적정범위에 있었

고, Mg2+은 그에 비해 낮았다. 크리깅 결과 전질소와 K+는 다른 요인들

에 비해 토양 시료 채취 지점에 인접하지 않은 개체들에 대해 동일한 값

으로 추정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체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항목은 pH 5.43, Ca2+ 3.33 cmol/kg, Mg2+ 0.47 cmol/kg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차대검정을 대체하기 위한 유전검정 대상지에 대한 환

경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GIS 활용 분석을 적용하였다. 임목 개량 연구에

서 생장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반복(replication), 구역

(block)에 의한 분산성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 대상지와 개체목별 입지환경 분석을 세부적으로 분석

한 사례는 많지 않다. 기존의 차대검정과는 달리 조림지를 활용한 유전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지의 사후 구획 및 관리를 위해 조

림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와 같이 GIS 분석을 활용한 개체목별 입지 환경을 파악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른 수종 또는 임분을 대상으로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양 분석 지점 수를 늘

리고, 대축척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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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onditions Unit Mean
Standard

error

Topography

Elevation m 390.10 1.13

Aspect1) - 0.90 0.05

Slope degree 30.77 0.33

Solar radiation MJ/cm2/day 3762.4 9.9

Wetness - 3.51 0.09

Soil

Sand % 69.74 0.05

Silt % 21.79 0.03

Clay % 8.47 0.05

pH - 5.43 0.00

Organic matter % 8.53 0.05

Total N % 0.36 0.00

Available P mg/kg 65.61 0.19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kg 13.56 0.01

K+ cmol/kg 0.35 0.00

Na+ cmol/kg 0.05 0.00

Ca2+ cmol/kg 3.33 0.00

Mg2+ cmol/kg 0.47 0.00

Electrical

Conductivity
dS/m 0.22 0.00

Table 4-14.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individual trees

geographically examined in the study site

1)Linear transformed aspect (southwest [=0] to northea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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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4-15.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by individual trees

in the study site (a) elevation (m) (b) aspect, (c)

wetness, (d) Total N (%), (e) clay (%), (f) Na+

(cmol/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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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에 의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 변화

일본잎갈나무 개체목의 입지환경 요인 중 변이가 없었던 pH, Ca2+,

Mg2+를 제외한 16개 요인과 흉고직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Figure

4-16, Table 4-15). 일본잎갈나무 개체목의 흉고직경에 대해 정의 상관

관계에 있는 입지환경 요인은 Total N (전질소), K+ (칼륨)이었으며,

clay (점토), Na+ (나트륨), aspect (사면향)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Available P (유효인산)는 질소와 함께 임목 생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의 유의성이 인정되

지 않았다. Wetness(수분)는 일본잎갈나무 생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관관계의 유의성이 0.0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

본잎갈나무의 생육에는 과습과 건조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생장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로 설명되지 않음

에 따라 그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임목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환경 요인은 상호작용에 의

해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제2절의 분석 결과 일본잎갈

나무 조림지 임분 내 개체목 생장에 공간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림지의 구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개체목의

생장과 입지환경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인 현황 파악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역별 상이한

결과가 전체적인 분석 과정에서 희석될 수 있으며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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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Histogram and correlation between DBH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individual trees of Larix

kaempferi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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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 p value

Clay -0.2630 0.0003

Na+ -0.2489 0.0006

Total N 0.2217 0.0022

Aspect1) -0.1872 0.0101

K+ 0.1472 0.0438

Wetness 0.1277 0.0807

Organic matter 0.1229 0.0930

Available P 0.0990 0.1763

Elevation -0.0962 0.1889

Silt 0.0828 0.2588

Solar radiation -0.0716 0.3290

Electrical Conductivity (EC) -0.0650 0.3757

Slope -0.0596 0.4162

Sand 0.0236 0.7477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0.0193 0.7930

Table 4-15. Correlation coefficient of DBH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individual trees of Larix kaempferi



- 111 -

다음으로는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흉고직경과 선형회귀 관계에 있는 인

자들을 확인하였다(Table 4-16의 global model 분석 결과). 흉고직경에

대해 모든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 모형 분석 결과 Total N,

aspect, wetness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otal N은 상관분석 결과에

서와 같이 일본잎갈나무 흉고직경 생장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하여 중

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토양 분석의 크리깅 결과 다수

의 개체에 대해 같은 수치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관계의 파악을

위해서는 시료 채취 지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spect와 wetness는 앞서 Table 4-15, Figure 4-16에 근거하여 일본잎

갈나무 조림지 잔존목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요인로 추정하였는데, 그

와 일관되게 회귀분석 결과에서 이 요인들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역시 본 연구의 조림지 내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중요한 요

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상관분석 및 선형회귀 모델에 의해 일본잎갈나무 생장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Total N, aspect, wetness, clay, Na+를 최종 선정하였다. Total

N, aspect, wetness, clay, Na+의 5개 요인에 의한 지리적 가중 회귀모형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의 모형 포함 여부에 따른 AICc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ure 4-17). 그 결과 각 요인이 회귀모형에 포함됨에 따라 점진적으

로 AICc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잎갈나무 흉고직경 생장에 영향

을 미치는 입지환경 요인이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번호에 따른 AICc 세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5개 요인 중 1개 요인만

을 고려하는 지리적 가중 회귀모형에서는 aspect 보다는 Total N,

wetness, clay, Na+ 중 다른 1개 요인을 포함하는 모형이 더 적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중에는 clay를 포함하는 모형이 가장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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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개 요인만을 고려한다면 clay와 Total N을 고려하는 것이 적

합했고, 그 뒤를 이어 Na+, wetness, aspect의 순으로 모형에 포함되었

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던 K+는 인자에서 제외

되었는데, 그 이유는 K를 변수로 포함하는 모형의 AICc가 오히려 증가

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수행한 목적

은 일본잎갈나무 개체목 생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선별하고,

조림지 환경 구배 파악을 위해 임분 내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었다. 상관분석 결과 일본잎갈나무 생장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던 요인

가운데 Total N, clay, Na+는 이후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포함되는 경우 모형을 개선시켰던 것에 반해, K+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

에 임분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은 요인으로 판단하였

다.

GWR 적용을 위한 5개 요인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일반 회귀

모형(global model)과 GWR의 적합성을 비교하였다(Table 4-16).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공간적인 이질성을 고려한 GWR 모형의 적합도가 높았

으며, 각 입지환경 요인들의 공간적 이질성이 고도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Na+와 Clay는 일반 모형에서는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지리적 가중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본잎갈나무 생장에서 나타난 공간자기상관의 존재에 착안

하여 조림지 내 구역 간에 환경적 요인들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련의 결과들은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생물적, 비생물적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으로 인해, 분석에 활용된 주요 요인들이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구역별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검정을 위해 연구된 조림지 개체목에서 나타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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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 발현의 자기상관성과 관련하여, 개체목 위치에 따라 입지환경 요인

간 상호작용에 의해 그 영향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따라서 각 입지환경 요인이 일본잎갈나무 생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히는 것은 그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활용 유전검

정의 확대 적용을 통해 개체목별 생장과 입지환경 요인에 대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일본잎갈나무의 개량효과

증진을 위해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지환경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질소(N)와 다른 환경인자와의 상호작용이 잎갈나무속 수종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Ryu et al., 2009). 그러나 국

내 일본잎갈나무 임분의 지위지수 추정식에 대해 토양의 전질소가 대체

적으로 정의 상관관계에 있었고(Park et al., 2008), 잎갈나무속 교잡종

(Larix gmelinii var. japonica × L. kaempferi) 묘목 생장의 생중량

(biomass)과 광포화 시 광합성율을 증진시켰다(Mao et al., 2012). 북위

70° 지역의 잎갈나무속 수종의 생장에 대해서도 토양의 질소 이용가능도

가 중요했다(Liang et al., 2014). 하지만 다른 수종에서와는 달리 잎갈나

무속 수종에서는 N load가 반드시 생장을 촉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다(Ryu et al., 2009). 비록 본 연구에서는 개체목별 토

양의 Total N 자료의 변이가 낮았으며 시료 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일

본잎갈나무의 생장에 대한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일본잎갈나무 조림지 환경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

변이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일본잎갈나무 생장에 대한 다른 토양 특성의 영향도 일관적으로



- 114 -

보고되고 있지 않다. 국내 일본잎갈나무 임분의 지위지수 추정식에 대한

유기물 및 유효인산은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었

으며(Park et al., 2008) 잎갈나무속 묘목 생장에 대해 질소와는 달리 인

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Mao et al., 2012). 이렇듯 연구에 따라 일관

적인 경향이 찾기 어려운 것은 연구 대상지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

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임목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토

양 성분의 영향은 적정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과량이거나 소량일 경우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

타낸 Part et al. (2008)의 연구 대상지 환경 특성 중 유기물 함량과 유

효인산만을 살펴 보아도 토양 A층의 평균 유기물 함량이 4.622%, 유효

인산이 40.65 ppm으로 본 연구 대상지 환경(8,51%, 65.61 mg/kg)과 차

이가 있었다. 또한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장에 대한 영향을 단순한 상관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잎갈나무 조림지를 활용한 유전검정

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체목별 입지환경 정보를 축적해 나감으로

써 성목에 대한 요인별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잎갈나무속 수종의 생장에 대한 습도(wetness)의 영향과 관련해

서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보고되었다. 수분 이용가능도(water

availability)는 L. sibirica 생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Gradel

et al., 2017; Kharuk et al., 2015), 수분 스트레스는 유럽잎갈나무의 생장

과 호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Obojes 등, 2018) 본

연구에서와 일관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15 -

Variable

Global model GWR model

Coefficient Probability
(>|t|)

mean of

coefficient
F-tests

(Intercept) -40.88 0.006 -767.27 0.000

0.05

Total
Nitrogen 163.34 0.000 2303.95 0.000

Aspect1) -1.57 0.001 -1.23 0.000

Wetness 1.25 0.000 0.72 0.001

Clay 16.61 0.232 -28.10 0.000

Na+ -2699.57 0.218 3613.8 0.000

AIC2) 1109.1 1065.7

AICc3) 1109.8 1087.8

R2 0.20 0.38

adjusted R2 0.18 0.30

Table 4-16. Comparison between the global regression model and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model

1)Aspect(transformed), 2)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3) AICc:

second-orde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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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The procedure of model selection by

geographically weighed regression model

1)AICc: second-order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 117 -

유전검정 대상 조림지 입지환경 파악과 사후 구획 및 관리를 위해 각

입지환경 요인의 지리적 가중 회귀계수 범위를 확인하고(Table 4-17) 구

간별 변이 양상을 시각화하였다(Figure 4-18). Total N의 지리적 가중

회귀계수는 60.2~15214.1 사이 값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상 북측에 위치한

산정 쪽으로 갈수록 생장에 대한 회귀계수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4-18 (a)). Aspect에 의한 회귀계수는 -2.3~0.2 사이였으며 동

쪽 구역으로 갈수록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4-18 (b)). 위 두 요인과 달리 wetness, clay, Na+ 3개 요인은 지리적 가

중 회귀계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Wetness는 -0.1~1.5

범위였으며 조림지 중 남동쪽 일부 구역에서만 부의 회귀계수를 나타냈

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모두 정의 회귀계수를 보였다(Figure 4-18 (c)).

그리고 Total N과 같이 북쪽으로 갈수록 회귀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Clay는 -88.6~43.5의 범위에서 나타났는데 대부분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남쪽 구역에서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18 (d)). Na+의 지리적 가중 회귀계수가 가장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상 남쪽 구역일수록 정의 값을 나타

내면서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4-18 (e)).

주요 요인들의 회귀계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구

획이 필요하다면 Figure 4-18 (f)와 같이 구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와 같이 입지환경 분석에 기반한 조림지 환경 분석을 통해 향후

조림지 활용,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 대상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육종 재료의 활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선발된 우수 개체의 무성 증식을 위한 접수 채취,

육종가에 기반한 개체 보잔(保殘) 및 채종림으로의 활용 등이 가능하다.

유전검정을 위한 개체목 조사 단계에서부터 최종 활용 및 관리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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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조림지 입지환경에 대한 파악은 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로서 필요하

다. 또한 조림지 활용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임분 내 공간을 구획하여 활

용 또는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리적 가중 회귀분

석으로 파악된 환경적 구배에 관한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주요한 요인들의 지리적 가중 회귀계수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남쪽 구역 내에서 계곡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구역으로 다르게

추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다

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같은 임분 내에서도 소구역(plot)이 형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분에 대한 사후 구획 결과에 따라 활용 개체

선정에 큰 차이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획득 가능한 개량효과와 직접

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입

지 환경 파악과 육종재료 관리를 통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유전검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Variable Minimum 1st
Quantile Median 3rd

Quantile Maximum

Intercept -5536.0 -47.9 28.3 70.3 139.6

Total N 60.2 86.6 118.8 293.2 15214.1

Aspect -2.3 -1.8 -1.3 -0.6 -0.2

Wetness -0.1 0.3 0.7 1.1 1.5

Clay -88.6 -59.0 -28.7 -0.3 43.5

Na+ -7476.3 -150.2 3881.0 7578.5 13644.9

Table 4-17. Range of the coefficient of independent variables of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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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7476,-3252]
(-3252,972.2]
(972.2,5196]
(5196,9421]
(9421,1.364e+04]

(f)

Figure 4-18. Changes of the estimates of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coefficient of

environmental factor with DBH of Larix kaempferi (a) total N, (b) aspect, (c) wetness, (d)

clay, (e) Na+. (f) Site delineation inferred from the changes of GWR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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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수종을 적지에 조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의 생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지환경 요인을 규명하고 임분 내 변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개체목

단위의 입지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차대검정에는 환경 구배에 따라 구획된 시험 설계가 선행되는 것에 반

하여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국내 산지(山地)의 일반 조림지 임분에는 다양한 입지환경 요인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일반 임분을 활용한 유전검정의 정확성 향상

과 육종 재료 이용,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 조림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사후 구획화를 통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

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유전검정 대상

지 관리를 목적으로 생장과 환경적 요인의 회귀 및 그 변이 분석 결과를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림지 활용 유전검정에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표현형 정보, 위

치 정보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 취득과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여러 변수

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체목별 이질적인 입지환

경으로부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유전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전검정 대상 조림지 개체목 입지환경의 이질성에 기인하는 공

간자기상관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유전적×환경적 요인 상호작용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환경적 요인들의 변이 양상을 확인하는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의 적용을 통해 연구 대상지의 체계적 관리 뿐만

아니라 차대검정림 설계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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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목재 수요 증가에 따라 임목 개량을 위한 진전세대 육성이

요구되는 일본잎갈나무에 대해 조림지를 활용한 유전검정을 수행하였다.

차대검정을 대체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써 가계도 재구성과 표현형의

공간 분포 분석을 활용하여 우수 개체를 선발하였다.

본 연구의 체계를 앞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조림지가

채종원산 종묘로 조성된 임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육

종집단으로서 대상 임분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필요

가 있다. 연구 대상지의 적합성이 판정되면, 일반적인 차대검정에서 요구

되는 정보를 사후에 취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조림지 임분이 차

대검정림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대검정림과

달리 개체목별 가계 정보가 없다는 점과 환경적 구배를 고려한 식재 설

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도 재구성을

통해 개체목의 유전적 정보인 가계도를 확인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발현된 결과물인 표현형의 공간 분포를 파악한다. 최종적

으로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

인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가계 및 개체목별 육종가를 추정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량 형질을 나타내는 가계와 개체를 선발할 수 있

다.

이상의 체계를 적용할 때 세부적으로 각 단계의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연구대상 임분을 선

정할 때에는 유전변이 측면에서 육종 재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할 필

요가 있다. 연구 가설에서 예상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차대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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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변이는 모수 집단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한정

된 모수 집단으로부터 유래된 차대 집단에서는 유전변이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친교배에 의한 형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수종의 생식 특

성, 결실 풍흉, 교배양식 등 종자 생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에 의

해 모수 집단과 차대 집단의 유전변이와 구조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도 재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외 사

례에서도 모수 당 소수의 차대가 배정되는 결과가 우세하다. 본 연구에

서는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대상지에 한정하여

우수한 모수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한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모수의 표본(sample)인 차대의 개체 수

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바람직하다. 채종목 본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모수별 차대 개체 수가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연구

에서와 같이 임분에 대한 가계도 재구성 결과 모수별 차대 본수가 불충

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검정의 정확

성 측면에서 우수한 차대 개체목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

다.

가계도 재구성 분석은 대부분 가계별 배치 및 구획 등의 설계가 되지

않은 임분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간의 가계도 재구성 분석 연구에서

는 분석 방법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

렇게 획득된 가계 정보만을 활용하여 실제 유전검정을 수행할 경우 환경

적 요인을 분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 정보만을

활용할 경우 임분 내 이질적인 환경이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유전적 요

인의 영향을 추정하는 정확성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가계도 재구성 결과를 활용한 유전검정에는 반드시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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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분리할 수 있는 분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적 요인을 분

리하기 위해서는 임분의 수많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나타

난 표현형의 공간 분포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일반 임분에 대해 유전검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계 정보와

함께 공간자기회귀 모형을 고려함으로써 육종가 추정을 위한 모형의 적

합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뒷받침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대

개체목과 모수 가운데 유전적으로 우수한 생장을 나타내는 개체목을 선

정하고 종자 및 접수 채취를 통해 유·무성번식으로 증식된 재료를 활용

하여 조림하고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에 의한 주요 요인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대상 임분의 입지환

경 특성을 분석하고 육종 재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

보로 활용 가능하다. 채종원산 종묘에 의한 조림지 정보와 가계도 재구

성에 활용할 마커 세트 등 유전검정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해결된다면 본 연구 체계의 확대 적용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림지 개체목의 가계도 및 표현형 공간 분포 분석이

결합된 유전검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적인 차대검

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적용 가능한 체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차대검정 기반이 미비한 다른 수종의 임목 개량 연구에도 본 연

구 체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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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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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S1. Neighbor-joining trees based on the genetic distance

(Cavalli-sforza and Edwards, 1967) between the individual

trees of mothers and offsprings in (a) Hongcheon, (b)

Hwaseo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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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 Hongcheon Hwaseong

CB01 - hs21-24, hs22-22, hs47-4

CB03 hc1342 -

CB06 hc1603 -

CN04 hc1406 -

CN05 hc1352, hc1458, hc1507, hc1518,
hc1539, hc1616 hs48-11

CN08 - hs48-12

CN09 hc1345, hc1474, hc1508, hc1528,
hc1530, hc1610

hs01-26, hs20-24, hs47-8,
hs47-15

CN10 hc1440, hc1619 hs47-9

CN13 hc1429 -

CN14 hc1447, hc1453, hc1498 hs04-22, hs09-25, hs48-14

CN15 hc1514, hc1560 hs13-24, hs18-25, hs50-16

CN16 hc1517, hc1522 hs08-24

CN18 - hs49-1

CN19 hc1544 hs04-25, hs29-24

GB04 hc1418 -

GB05 hc1432 -

GB07 - hs01-22, hs03-24, hs49-11

GB09 hc1547, hc1563 -

GB10 - hs05-25, hs50-10

GB11 hc1346 -

GB12 hc1411 hs01-21, hs10-24, hs28-21,
hs49-5, hs50-4

GB13 hc1476 hs12-19, hs50-7

GB14 - hs11-22

GB15 hs48-6 -

GB16 hc1553 -

GB18 - hs04-24, hs49-7

GB19 - hs46-17

GB21 hc1416, hc1441 hs15-25

GB23 hc1509, hc1516 -

Table S1. Offsprings assigned to plus trees by matern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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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 Hongcheon Hwaseong

GB24 hc1341 hs47-13

GB25 hc1423, hc1468, hc1519, hc1520,
hc1559 hs18-22

GB26 - hs15-24, hs19-22

GB27 hc1419, hc1456, hc1617 hs01-23, hs14-22, hs48-7,
hs49-10, hs50-8

GB28 - hs17-23

GB29 hc1322, hc1324 -

GB31 hc1523, hc1615 -

GG01 hc1438, hc1451 hs47-1

JB01 hc1407, hc1462, hc1504 hs15-23, hs16-20, hs47-10,
hs49-3

JB03 hc1415, hc1434, hc1524 hs08-23

JB05 hc1567, hc1575 -

JB07 - hs11-21, hs29-22

JB08 hc1442, hc1564, hc1605 hs45-18, hs50-12

JB09 hc1568, hc1579 hs28-24, hs47-12

JB10 hc1335 hs13-19, hs33-17, hs48-4

JB11 hc1589 -

JB12 hc1548 hs15-20

JB13 hc1611 hs09-24

JB14 hc1348, hc1475, hc1602 -

JB15 hc1562 -

JJ01 hc1478 -

JN01 hc1408, hc1409, hc1472 hs03-25, hs18-24, hs19-23,
hs30-22

JN03 hc1326 hs17-24

JN04 hc1349, hc1467, hc1521, hc1557,
hc1570 hs03-26

JPOR-1 hc1577 -

JPR-1 hc1402, hc1466, hc1473 hs48-10

JPR-10 hc1340, hc1512 -

JPR-12 hc1531, hc1532, hc1566 hs14-21, hs35-17
JPR-3 hc1446, hc1585 hs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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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 Hongcheon Hwaseong

JPR-4 hc1450, hc1469, hc1470, hc1471,
hc1477, hc1506 hs49-2, hs49-8

JPR-5 - hs30-21, hs50-9

JPR-8 hc1529 hs01-25, hs03-21, hs49-9,
hs50-5

JPR-9 hc1332 hc1526 -

KW01 - hs02-25

KW02 hc1327, hc1427, hc1485, hc1538,
hc1549 hs02-22, hs29-23

KW03 hc1428 hc1545, hc1576, hc1614 hs07-23, hs50-6

KW04 hc1351 hs50-14

KW06 hc1536 hs11-20

KW07-1 hc1347, hc1350, hc1501 hs08-25, hs46-18

KW07-2 hc1449, hc1460, hc1464 hs08-21, hs08-22, hs28-20,
hs45-17

KW08 hc1527, hc1535, hc1593, hc1604 hs14-20, hs36-20, hs49-4

KW09 hc1426, hc1515, hc1558 hs47-6, hs48-5

KW10 hc1505, hc1565, hc1569 hs13-22, hs50-11

KW11 hs11-23 -

KW12 hc1484 -

KW13 hc1412, hc1439 hs04-23, hs10-25

KW15 hc1465 hs47-2

KW16 hs20-22 -

KW19 hc1413, hc1417, hc1608 hs29-20, hs47-5

KW20 hc1572 -

KW21 hc1452 -

KW22 hc1420 hs50-3

KW23 hc1612 -

KW24 hc1444, hc1489, hc1500 hs12-23, hs47-14, hs50-13

KW26 hc1410 hs45-19

KW28 hc1448, hc1461 hs12-25, hs16-21, hs35-20

KW29 hc1537, hc1618 hs17-22, hs48-8

KW30 hc1497, hc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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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ree Hongcheon Hwaseong

KW31 hc1584 -

KW33 - hs03-22

KW34 hc1325, hc1401, hc1443, hc1534 hs30-24, hs47-11

KW35 hc1344 hs16-18, hs48-17

KW38 hc1613 hs20-23

KW40 hc1621 hs05-22

KW42 hc1343, hc1405, hc1435 hs34-17

KW43 hc1339, hc1578 hs15-19

KW44 hc1574 -

KW47 - hs23-22

KW48 hc1546 hs35-19

KW51 hc1550 -

KW52 hc1414,
hc1430 hs11-25

KW54 hc1445 -

KW55 hc1480 hs11-24, hs34-18

KW56 hc1433, hc1533, hc1555, hc1573

KW57 hc1422 hs02-26, hs23-24, hs49-14

KW58 hc1421, hc1556 -

KW59 hc1425 hs30-23, hs47-7

NO01 - hs14-19

NO02 hc1551 hs02-21, hs02-24

NO03 hc1437, hc1463 -

NO04 - hs14-25, hs29-21, hs51-12

NO05 hc1436, hc1552 hs11-19

NO06 hc1404, hc1479, hc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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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2. Locations of the offsprings of mother trees with 6

assigned off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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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S3. Locations of the offsprings of mother trees with (a) 5

assigned offsprings, (b) 4 assigned off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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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4. Locations of the offsprings of mother trees with

3 assigned off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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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5. Locations of the offsprings of mother trees with 2

assigned off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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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6. Location of the offsprings of mother trees with 1 assigned off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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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ID

Animal + AR1⊗AR1 model Animal model
DBH Rank

(DBH)PBV Rank PBV Rank
hc1335 5.655 1 2.064E-05 7 28.1 7
hc1427 4.846 2 2.443E-05 2 27.5 9
hc1429 4.466 3 2.243E-05 5 29 3
hc1410 4.252 4 2.243E-05 4 29 4
hc1515 4.236 5 2.124E-05 6 28.5 6
hc1436 3.971 6 1.503E-05 21 24.6 25
hc1520 3.900 7 1.994E-05 9 25.8 17
hc1453 3.799 8 1.171E-05 25 23 29
hc1437 3.795 9 1.508E-05 20 25 23
hc1450 3.784 10 6.050E-06 51 22.5 34
hc1485 3.621 11 2.772E-05 1 29.7 1
hc1478 3.266 12 1.705E-05 17 26.3 16
hc1562 3.229 13 1.924E-05 14 27.4 13
hc1406 3.186 14 2.044E-05 8 28 8
hc1477 3.082 15 1.039E-05 32 25.4 20
hc1559 3.068 16 1.934E-05 12 25.4 21
hc1593 2.949 17 1.672E-05 18 27.5 10
hc1563 2.847 18 8.900E-06 38 21.9 42
hc1585 2.778 19 2.276E-05 3 29.6 2
hc1430 2.743 20 8.100E-06 42 23.5 26
hc1497 2.698 21 1.817E-05 16 27 14
hc1339 2.688 22 1.279E-05 24 23.5 27
hc1618 2.650 23 8.900E-06 37 21.5 43
hc1552 2.604 24 8.900E-06 36 20.5 52
hc1612 2.563 25 6.080E-06 50 20.8 49
hc1536 2.531 26 3.890E-06 65 19.7 61
hc1463 2.442 27 6.110E-06 48 19 67
hc1423 2.390 28 1.904E-05 15 25.2 22
hc1537 2.208 29 7.550E-06 43 20.6 51

Table S2. Comparison of the predicted breeding value (PBV) and its rank

of individual by Animal model and Animal+AR1⊗AR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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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ID

Animal + AR1⊗AR1 model Animal model
DBH Rank

(DBH)PBV Rank PBV Rank
hc1538 2.171 30 1.096E-05 28 18.5 74
hc1428 2.157 31 1.333E-05 22 26.5 15
hc1551 2.088 32 7.280E-06 44 21.4 44
hc1404 2.086 33 1.929E-05 13 28.7 5
hc1475 2.083 34 4.880E-06 56 22 37
hc1484 1.898 35 1.944E-05 10 27.5 11
hc1489 1.833 36 1.555E-05 19 25 24
hc1603 1.802 37 5.080E-06 54 20.3 56
hc1547 1.645 38 4.560E-06 59 19 68
hc1584 1.636 39 1.944E-05 11 27.5 12
hc1420 1.627 40 1.147E-05 26 23.5 28
hc1344 1.605 41 1.490E-06 78 18.5 75
hc1569 1.600 42 5.580E-06 53 21 45
hc1322 1.596 43 9.100E-06 35 23 30
hc1528 1.555 44 4.960E-06 55 19 69
hc1505 1.531 45 7.080E-06 46 22 38
hc1530 1.520 46 7.200E-06 45 20.5 53
hc1327 1.507 47 1.096E-05 27 18.5 76
hc1621 1.480 48 1.047E-05 30 23 31
hc1474 1.465 49 4.810E-06 57 18.9 71
hc1544 1.458 50 4.090E-06 62 19.8 59
hc1351 1.423 51 3.090E-06 69 19.3 66
hc1575 1.217 52 1.470E-06 79 20 58
hc1332 1.169 53 2.710E-06 70 20.3 57
hc1422 1.085 54 8.470E-06 39 22 39
hc1524 1.026 55 4.530E-06 60 22.2 36
hc1508 1.017 56 1.049E-05 29 22.7 33
hc1517 0.938 57 -1.170E-06 95 18 80
hc1432 0.930 58 2.090E-06 74 18.8 72
hc1440 0.897 59 4.700E-07 85 18.8 73
hc1519 0.875 60 8.270E-06 40 18 81
hc1545 0.789 61 3.160E-06 67 19.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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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ID

Animal + AR1⊗AR1 model Animal model
DBH Rank

(DBH)PBV Rank PBV Rank
hc1589 0.782 62 6.480E-06 47 21 46
hc1578 0.764 63 8.150E-06 41 20.4 54
hc1346 0.748 64 -3.090E-06 106 16.2 101
hc1405 0.628 65 1.042E-05 31 25.5 18
hc1609 0.570 66 3.510E-06 66 17.2 90
hc1411 0.548 67 -4.290E-06 113 15.6 113
hc1557 0.468 68 1.990E-06 77 22.5 35
hc1402 0.446 69 1.321E-05 23 25.5 19
hc1617 0.392 70 1.500E-07 86 19.5 63
hc1529 0.292 71 5.000E-07 83 18 82
hc1512 0.284 72 4.410E-06 61 20.4 55
hc1501 0.279 73 2.240E-06 73 22 40
hc1433 0.278 74 2.070E-06 75 23 32
hc1535 0.201 75 -3.000E-08 88 16.3 100
hc1407 0.179 76 -2.900E-06 105 17.3 88
hc1610 0.134 77 2.260E-06 72 17.2 91
hc1604 0.125 78 1.020E-06 81 17 92
hc1549 0.117 79 4.680E-06 58 14.3 134
hc1566 0.042 80 -1.450E-06 96 19.4 65
hc1447 0.013 81 1.240E-06 80 16 102
hc1444 0.010 82 3.140E-06 68 16.7 96
hc1342 0.005 83 -3.490E-06 109 16 103
hc1456 -0.066 84 -6.580E-06 126 15 119
hc1500 -0.081 85 9.570E-06 34 21 47
hc1469 -0.106 86 -7.410E-06 130 13.5 145
hc1325 -0.107 87 -9.800E-07 92 17.7 85
hc1352 -0.215 88 -7.560E-06 135 17.6 87
hc1550 -0.253 89 1.000E-07 87 17.8 84
hc1425 -0.254 90 6.080E-06 49 20.8 50
hc1608 -0.265 91 -7.330E-06 128 16.7 97
hc1615 -0.311 92 -2.870E-06 104 17 93
hc1521 -0.312 93 -3.250E-06 107 1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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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ID

Animal + AR1⊗AR1 model Animal model
DBH Rank

(DBH)PBV Rank PBV Rank
hc1504 -0.323 94 -1.100E-06 93 18.5 77
hc1452 -0.333 95 -5.490E-06 117 15 120
hc1498 -0.357 96 1.022E-05 33 22 41
hc1553 -0.376 97 -2.500E-06 101 16.5 98
hc1426 -0.380 98 5.830E-06 52 18.2 79
hc1525 -0.401 99 -1.650E-06 98 14.7 125
hc1449 -0.409 100 -8.080E-06 138 16.5 99
hc1417 -0.426 101 -1.287E-05 169 13 150
hc1340 -0.428 102 -2.170E-06 100 16 104
hc1572 -0.436 103 -1.500E-06 97 17 94
hc1577 -0.454 104 -9.000E-07 91 17.3 89
hc1341 -0.462 105 -4.090E-06 112 15.7 111
hc1473 -0.474 106 1.990E-06 76 18 83
hc1602 -0.516 107 -6.340E-06 124 14.5 127
hc1466 -0.550 108 -5.490E-06 116 13 151
hc1522 -0.600 109 -6.560E-06 125 14.4 132
hc1413 -0.618 110 -1.436E-05 180 12 162
hc1568 -0.628 111 -8.000E-08 89 18.4 78
hc1614 -0.640 112 -5.510E-06 119 13.9 139
hc1443 -0.668 113 -3.520E-06 111 16 105
hc1348 -0.698 114 -7.380E-06 129 13.8 141
hc1345 -0.720 115 -1.920E-06 99 14.4 133
hc1461 -0.731 116 -1.070E-05 155 13.2 149
hc1539 -0.755 117 -1.100E-05 158 15.3 118
hc1611 -0.772 118 -7.680E-06 136 13.9 140
hc1451 -0.782 119 -7.560E-06 134 15.4 117
hc1401 -0.785 120 3.960E-06 63 21 48
hc1558 -0.848 121 3.890E-06 64 16.9 95
hc1448 -0.865 122 -8.750E-06 143 14.5 128
hc1534 -0.909 123 -5.760E-06 120 14.5 129
hc1479 -0.930 124 -1.500E-07 90 15.7 112
hc1439 -0.943 125 -6.310E-06 123 15.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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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ID

Animal + AR1⊗AR1 model Animal model
DBH Rank

(DBH)PBV Rank PBV Rank
hc1324 -0.950 126 -2.870E-06 103 15 121
hc1480 -0.959 127 -3.490E-06 110 16 106
hc1506 -0.959 128 -1.130E-06 94 17.7 86
hc1527 -0.990 129 -2.720E-06 102 14.5 130
hc1531 -1.014 130 -7.280E-06 127 15.5 114
hc1414 -1.146 131 -1.060E-05 154 11 179
hc1468 -1.163 132 -3.390E-06 108 10.2 188
hc1526 -1.193 133 -8.200E-06 139 13 152
hc1472 -1.209 134 -7.730E-06 137 14 135
hc1445 -1.370 135 -1.027E-05 152 12.6 156
hc1462 -1.469 136 -9.330E-06 146 13 153
hc1470 -1.493 137 -8.310E-06 140 12.9 154
hc1616 -1.501 138 -1.190E-05 162 14.7 126
hc1548 -1.511 139 -1.267E-05 167 11.4 174
hc1412 -1.520 140 -1.140E-05 159 12.5 157
hc1619 -1.552 141 -5.960E-06 122 14.5 131
hc1460 -1.555 142 -1.287E-05 170 13.3 148
hc1408 -1.585 143 5.000E-07 84 19.5 64
hc1613 -1.605 144 -1.247E-05 164 11.5 173
hc1465 -1.642 145 -1.346E-05 172 11 180
hc1546 -1.660 146 -7.480E-06 132 14 136
hc1435 -1.703 147 -7.530E-06 133 13.5 146
hc1415 -1.704 148 -1.252E-05 165 10.8 185
hc1446 -1.710 149 2.420E-06 71 16 107
hc1565 -1.739 150 -8.330E-06 141 11.7 170
hc1421 -1.800 151 7.200E-07 82 19.8 60
hc1458 -1.808 152 -1.489E-05 182 12.7 155
hc1416 -1.811 153 -1.548E-05 183 11.3 176
hc1467 -1.878 154 -1.401E-05 174 11.8 168
hc1471 -1.915 155 -9.050E-06 144 12.4 161
hc1564 -1.936 156 -1.586E-05 184 12.5 158
hc1418 -2.006 157 -1.307E-05 171 11.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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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 predicted breeding value

Tree
ID

Animal + AR1⊗AR1 model Animal model
DBH Rank

(DBH)PBV Rank PBV Rank
hc1574 -2.025 158 -7.480E-06 131 14 137
hc1573 -2.036 159 -9.900E-06 148 15 122
hc1556 -2.246 160 -1.244E-05 163 11 181
hc1532 -2.252 161 -1.476E-05 181 10.5 186
hc1567 -2.263 162 -1.095E-05 157 11.7 171
hc1343 -2.265 163 -9.930E-06 149 11.9 166
hc1507 -2.401 164 -9.950E-06 151 16 108
hc1518 -2.419 165 -1.070E-05 156 15.5 115
hc1434 -2.451 166 -4.740E-06 114 16 109
hc1523 -2.489 167 -5.860E-06 121 15 123
hc1419 -2.495 168 -8.380E-06 142 13.8 142
hc1570 -2.532 169 -1.147E-05 160 13.5 147
hc1605 -2.541 170 -1.406E-05 176 13.7 143
hc1441 -2.544 171 -1.369E-05 173 12.5 159
hc1326 -2.565 172 -1.187E-05 161 11.8 169
hc1347 -2.675 173 -1.406E-05 175 11.1 178
hc1555 -2.675 174 -1.588E-05 185 11 182
hc1350 -2.981 175 -1.287E-05 168 11.9 167
hc1560 -3.039 176 -9.500E-06 147 14 138
hc1576 -3.092 177 -9.250E-06 145 11.4 175
hc1579 -3.106 178 -5.160E-06 115 15 124
hc1349 -3.160 179 -1.416E-05 177 11.7 172
hc1464 -3.399 180 -1.631E-05 186 11 183
hc1438 -3.515 181 -1.264E-05 166 12 163
hc1514 -3.557 182 -9.950E-06 150 13.7 144
hc1533 -3.631 183 -1.678E-05 187 10.4 187
hc1409 -3.714 184 -5.490E-06 118 15.5 116
hc1476 -3.737 185 -1.047E-05 153 12.5 160
hc1509 -3.812 186 -1.434E-05 179 12 164
hc1442 -4.125 187 -1.810E-05 188 11 184
hc1516 -5.937 188 -1.434E-05 178 1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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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Figure S7.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by the individual trees in the study site (a) slope,

(b) sand ratio (%), (c) silt ratio (%), (d) organic

matter (%), (e) total N (%), (f) avaiable P (mg/kg), (g)

catiaon exchange capacity (cmol/kg), (h) K+ (cmol/kg), (i)

Na+ (cmol/kg), (j) electrical conductivity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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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tic Test Based on Pedigree Reconstruction and

Spatial Analysis in a Plantation of Larix kaempferi

Kyungmi Lee

Program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Bio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arix kaempferi is one of the major timber species in Northeast

Asia because of their rapid growth and straightness.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reforestation has been increased in Korea due to the

recent expand in the timber production of L. kaempferi and the

development of wood processing technology. The purpose of forest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economic value of forests by

continuous enhancement of the genetic gain based on the recurrent

selection, genetic testing and utilizing superior individuals. The

genetic testing of superior individuals has traditionally been carried

out by progeny trial, but the basis for the test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n L. kaempferi. In this study, genetic test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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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d out using pedigree reconstruc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to replace the traditional progeny trial. The level of the

genetic variation was assessed after the selection of the reforested

stand originated from the seed orchard of L. kaempferi. The level of

the genetic variation was comparable in the reforested stand, which is

the offspring group, to the mother trees group.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stand as a breeding population. As L.

kaempferi has been planted in the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since

its introduction, no clear genetic structure was found among the

analyzed individuals. However, the number of the inherent genetic

groups between the mother trees and the offsprings was shown to

differ. Genetic variation and structure of the offsprings may differ

from those of the mother trees due to the various causes that affect

seed production. The causes are such as reprodu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es including the harvesting yield and/ or mating pattern.

Therefore it was deemed necessary to check the genetic variation as

the first step in selecting the breeding material to apply the pedigree

reconstruction analysis. The genetic test for diameter growth was

performed based on the family information by pedigree reconstruction

of the individual trees in the stand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of genetic factors,

the results of the genetic test considering spatial distribution of the

DBH were compared and found to show improved fitness upon the

animal model. The usefulness of the spatial analysis was confirmed

for the genetic testing without prior experimental desig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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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ng the spatial factors, it was possible to select the genetically

superior offspring and mothers in terms of the growth based on the

predicted breeding values

Finally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within the

heterogeneous stand was identified by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tic model was more suitable than the

general regression model. The variations in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main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growth trait were

significant. The changes allowed it possible to propose a zoning

scheme for future management of the reforested stand as a breeding

material.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stablish a genetic testing

system combining the pedigree reconstruc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of individual trees in the reforested stand. As a result the

analytic system used in this study was judged to be applicable as a

way to replace the traditional progeny trial. In addition, it was

expected that the analysis in this study could be expanded to be

utilized in the genetic testing of the other tree species without

sufficient basis for progeny trial.

Keywords : Larix kaempferi, genetic test, pedigree

reconstruction,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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