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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립공원 내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식물 광릉요강꽃 및 백부자, 기후변화취약종인 구상나무의
과학적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수체현상 여부와 웅성배우자체의 생식능력을 측정하였다.
염색체 수와 유전체 크기 측정을 통해 배수체 현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화분의 생식능력을 측정하여
종 보전 전략 수립 방안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광릉요강꽃은 조사된 모든 집단(덕유산국립공원, 경기 포천, 충북 영동)에서 2n = 2x = 22 (n = 11)의
2배체가 나타났으며, 유전체 크기는 평균 29.33 ± 0.56 pg/1C로, 조사된 집단에서 다배체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화분의 염성도 측정 결과, 대부분 개체에서 생식능력이 확인되었다. 광릉요강꽃은
근경을 통한 무성생식의 개체 수 증식이 높은 바, 조사된 집단의 높은 화분 생식능력 및 2배체 개체
들의 유전적 다양성 확인이 요구되었다.
백부자는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채집된 3개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3개체 모두 2n = 4x = 32의
4배체가 확인되었고, 반수체의 염색체 크기는 평균 66.81 ± 6.68um로 나타났다. 조사된 개체의 화분
생식능력은 매우 높았으며(93.38%), 염성도를 보이는 화분의 직경은 평균 29.49 ± 0.39um이고,
표벽의 두께는 1.37 ± 0.10 um로 개체 내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 내 동일한 백부자의 4배체
확인 및 생식력이 높은 화분학적 연구 결과는 자생지 내 인위적 훼손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자연
집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파악된다.

구상나무는 무등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의 4집단 11개체를 대상
으로 염색체 수를 파악한 결과 모두 2배체이며, 염색체 수는 2n = 2x = 24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나자식물의 염색체 수 변이가 피자식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기존 문헌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사업의 결과는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전략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염색체학적 자료 및 화분학적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종 특이성에 적합한 증식·복원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국립공원 핵심종(식물) 배수체 현상과 종 보전 전략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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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지구환경의 변화와 자연자원의 남획 및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식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유소민 등, 2020)
국립공원 내 56.3%의 멸종우려종(threatened categories species)이 분포하고 있는
바(소순구 등, 2016), 국립공원의 보전학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멸종위기종 보호를 통한 국가생물다양성 증진”의 정책목표 설정 및 “생물주권 확립”를
강조하는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의 발효는 생물 종 보전 전략의 중요성 인식의
변화를 의미함
기후변화와 자생지 훼손으로 인해 식물 종 감소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특히 민감한 멸종위기종의 효과적인 보호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피정훈 등, 2015)
국립공원 자생식물 증식 및 복원계획에 따라 식물보전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의 소실 방지와 향상을 위한 전문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함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주로 제한된 분포지역 및 적은 개체군 수 등의 특징 때문에
종 특이적 보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Solórzano et al., 2016)
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재고를 위한 멸종위기야생식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이동형 등, 2020), 유전적 다양성 파악을 위한 다배체 현상
및 생식 능력 확인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임
염색체 수 증가에 따른 다배체 현상은 종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
함과 동시에(Choi et al., 2020), 복원 및 증식 현장에 반영 가능한 효율적인 자료로
(Choi et al., 2021), 멸종위기종 및 희귀 자생식물의 보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임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식물의 과학적인 보전 전략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실증자료 확보를
위한 세포분류학적 연구수행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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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멸종위기식물의 자생지 복원 전략 수립을 위한 세포분류학적 기초 자료 수집
제한된 지역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식물의 다배체 현상과 생식능력저하의 상관관계 파악
생식능력이 저하된 멸종위기식물 개체를 증식·복원할 경우 유전적 다양성 감소가 예측
되는 바, 멸종위기식물 웅성배우자체인 화분의 생식능력 파악
멸종위기식물의 현지 복원 시 종합적인 세포분류학적·화분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적합한
개체 선정 및 성공적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방향성 제시

다. 연구 활용성
국립공원 내 자생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보전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종 내 다배체 현상은 멸종위기 및 희귀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잠재적으로 높음을 반영하는
척도인 바(Jang et al., 2018), 다배체 출현 집단을 증식 및 복원의 우선순위에 포함
시켜 집단 내 유전적 다양성 증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보전에 기여
백부자는 약용식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배기환, 2017), 뿌리는 독성을 포함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용자원임. 시중에 유통 중 약효에 문제가 있는 다른 근연종과
혼용되어 재배 ‧ 판매되고 있음(Park et al., 2017). 따라서 정확한 세포분류학적 형질을
파악하여 종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광릉요강꽃은 관상적 가치가 뛰어나 많은 지역에서 불법 채취되었으며, 증식 및 복원이
까다로워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서은경 등, 2011), 화분의 생식능력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자생지 내 유전적 다양성 증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보전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 및 기후변화 지표식물로, 고지대의 특정 환경에 분포 및
서식지 특이성이 관찰됨. 구상나무의 염색체 분석은 유전적 다양성 확인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식지 특이성에 따른 배수체 현상 파악 결과는 종 복원 전략
수립에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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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가. 대상종
1) 광릉요강꽃

[그림 1] 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Thunb.
학명: Cypripedium japonicum Thunb.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분류학적 현황: 광릉요강꽃은 여러해살이풀로 지하경이 옆으로 뻗는 땅속줄기이며 마디
에서 뿌리가 생성됨. 원줄기는 20~40cm로 곧게 자라며 털이 있고, 밑 부분은 3~4개의
초상엽에 의해 싸이고 윗부분은 2개의 큰 잎이 대생한 것처럼 원줄기를 둘러싸며 지름
10~22cm이고, 방사맥으로 잎 뒷면에 털이 있음. 꽃은 4~5월 줄기 끝에 한 개씩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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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달리며, 흰 바탕에 홍색으로, 꽃의 지름은 약 8cm, 꽃자루는 길이 15cm 정도로
털이 많음. 위쪽 꽃받침은 장타원형으로 길이 4~5cm, 너비 1.2~2cm로서 끝이 뾰족하고
꽃받침 잎들이 합생하여 윗부분의 것보다 너비가 넓으며 끝이 2개로 갈라짐. 꽃잎은
윗부분의 꽃받침 잎과 비슷한 형태로서 안쪽 밑 부분에 털이 있으며 순판은 주머니와
같은 형태로 흰 바탕에 홍자색의 맥이 존재. 열매는 긴 타원형으로 삭과.
분포현황: 중국, 일본 , 한국, 대만에 분포하며 , 국내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 집단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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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부자

[그림 2] 백부자 Aconitum coreanum (H. Lév.) Rapaics

학명: Aconitum coreanum (H. Lév.) Rapaic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분류학적 현황: 산기슭 관목 숲이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덩이뿌리가 2개씩
발달하며 원줄기의 높이는 약 1m로 곧추서고 꽃차례 이외에는 털이 없음. 잎은 호생하며
길이 4~6.5cm, 너비 3.5~6.5cm이고 잎자루는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짐. 잎은 3갈래로
깊게 갈라진 후 다시 2~3회로 갈라지며, 마지막 갈래는 선형임. 꽃은 7~8월에 개화하며
줄기 끝 총상꽃차례에 달리고 황색 또는 백색 바탕에 자줏빛의 투구 모양임. 꽃자루에
짧은 털이 있으며, 꽃잎은 2개로 길게 자라 뒤쪽의 꽃받침 잎 속에 들어 있고 꽃받침
잎은 5개로 털이 많음. 위쪽 꽃받침 잎은 투구 모양으로 길이 1.5~2cm이고 곁꽃받침
잎은 난형임 . 수술은 많으며 자방은 3 개로 털이 없음 . 열매는 골돌과로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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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cm이고, 종자는 타원형으로 좁은 날개가 존재함
분포현황: 중국 동북부지방, 러시아 극동지방, 몽골 및 한국에 분포하며, 국내에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일부 지역 석회암 지대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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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나무

[그림 3] 구상나무 Abies koreana

E. H. Wilson

학명: Abies koreana E. H. Wilson
한국의 고유생물
분류학적 현황: 해발 500~2,000m 지역의 산지 사면 및 능선부에서 자라는 상록침엽수로
높이 약 18m, 지름은 1m. 잎은 선형으로 1~2cm, 너비 2mm로 끝이 두 갈래이며
표면은 암록색, 뒷면은 흰빛으로 가지나 줄기에 돌려나고 수지구가 잎의 양쪽 끝 부분에
각각 위치함. 꽃은 암수한그루로 4-5월에 개화하며 수꽃은 타원형으로 길이 약 1cm,
암꽃은 약 1.8cm로 자주색 혹은 녹색으로 가지 끝에 달림. 열매는 구과로 길이
4~6cm, 너비 2~3cm로 9-10월에 결실. 열매의 실편은 길이 0.9cm, 너비 1.8cm이며
0.6cm 가량 포편의 침상 돌기가 뒤로 젖혀져 있음. 종자는 길이 약 0.6cm이고 약
0.45cm 길이의 날개가 존재
분포현황: 한국고유식물로 태백산, 덕유산, 지리산, 무등산, 가야산, 제주도 한라산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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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적 범위
2021년 3월 ~ 2021년 12월

다. 공간적 범위
1) 광릉요강꽃(2021년 4-6월)
덕유산국립공원
국립수목원
강원도 화천, 충청북도 영동 (공원 외)
2) 백부자(2020년 9월)
월악산국립공원
3) 구상나무(2020년 10월-2021년 3월)
무등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라. 지리적 범위
1) 광릉요강꽃
해발 300~1,000m 산지의 양지바르고 배수가 양호한 숲속, 교목층과 아교목층이 발달
하고 관목층은 성글게 발달하는 곳에서 주로 서식
2) 백부자
석회암 지대의 산지 숲 주변 관목림이나 산지 능선, 가장자리의 비교적 햇빛이 잘 드는
곳과 풀밭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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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나무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 사면 및 능선부에 서식하며, 국립공원내에서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무등산(식재), 한라산에 자생
[표 1] 대상종 서식지 조사지점
대상종

조사지

행정구역

조사지점

덕유산국립공원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3

국립수목원

포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1

강원도 화천군

화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1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

충청북도 영동군

1

월악산국립공원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1

무등산국립공원

광주

광주 북구 금곡동

2

덕유산국립공원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1

한라산국립공원

서귀포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1

지리산국립공원

함양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3

광릉요강꽃

백부자

구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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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대상식물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1) 서식지 정보 조사내용
멸종위기식물인 광릉요강꽃, 백부자 및 구상나무의 서식지 정보는 국립공원 내 표본 정보,
국립수목원 표본관 및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정보를 활용하였음
2) 염색체 및 유전체 자료 조사
염색체: 이스라엘 염색체 데이터베이스(Chromosome Counts Database; CCDB)
(Rice et al., 2015), 미국 미주리 식물원(Index to Plant Chromosome Numbers;
IPCN),

바르셀로나

염색체

데이터베이스(Delphineae

Chromosome

Database;

DCDB) 및 한반도 자생식물의 염색체자료집(2013)에 출판된 대상 분류군의 염색체 자료
수집
유전체 크기: 영국 왕립식물원(KEW)에 보고된 대상 분류군의 유전체 크기 자료 수집
3) 화분 자료 조사
오스트리아 화분 데이터베이스(Palynological Database; PalDat)에 등록된 대상 분류
군의 화분 자료 수집

나. 시료 채집
1) 광릉요강꽃: 조사 지역 총 5개 집단(공원 내: 덕유산국립공원 3집단, 공원 외: 충북 영동,
강원 화천)에 자생하는 광릉요강꽃을 대상으로 성숙한 근단과 어린 꽃봉오리를 채집
각 개체별 생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에 필요한 조직 일부분을 채집함
2) 백부자: 조사 지역 월악산국립공원 1개 집단에 자생하는 백부자의 생체를 채집하여 충남대학교
온실 내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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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의 생육특성에 따라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선발되지 않도록 개체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생체를 채집함
3) 구상나무: 조사 지역 총 4개 집단(공원 내: 무등산국립공원 2집단, 덕유산국립공원, 한라산
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3집단)에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대상으로 성숙한 근단을 채집

다. 염색체 분석(광릉요강꽃, 백부자, 구상나무)
1) 시료 고정(material fixation)
(1) 광릉요강꽃
체세포분열: 성숙한 근단을 8-hydroxyquinoline 0.002M 시약에 담가 실온의 암실환경
에서 2시간 30분 동안 처리 후, 암실의 4℃에서 2시간 30분 보관함
시료를 증류수에 2-3차례 수세 후 Carnoy’s solution(1 : 3 = glacial acetic acid :
absolute ethanol)에 담가 실온에 1시간 30분 동안 보관하고, –20℃에 저장시켜 광릉
요강꽃의 체세포 분열 중기 상태로 고정함
감수분열: 광릉요강꽃의 어린 꽃봉오리를 Carnoy’s solution(1 : 3 = glacial acetic
acid : absolute ethanol)에 담가 –20℃에 보관하여 염색체 숫자 파악 및 핵형 분석을
위한 재료로 사용함
(2) 백부자, 구상나무
성숙한 근단을 Colchicine 0.05% 시약에 담가 상온, 암실 환경에서 4시간 30분 동안
보관함
시료를 증류수에 2-3차례 수세 후 Carnoy’s solution(1 : 3 = glacial acetic acid :
absolute ethanol)에 담가 상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보관 후 -20℃에 보관하여 염색체
숫자 파악 및 핵형 분석을 위한 재료로 사용함
2) 해리(연화)
Carnoy’s solution에 고정된 시료를 상온의 5N HCl에 30분 동안 연화(해리)시킴
3) 염색 및 압착
(1) Feulgen staining: 광릉요강꽃, 백부자, 구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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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된 시료를 증류수로 2-3회 수세한 뒤 Schiff’s reagent 용액에 1시간 동안 상온의
암실에서 염색함
염색된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옮긴 뒤, 60% Acetic acid 용액을 분주한 후 압착
(squash)하여 프레파라트를 제작함
(2) DAPI staining: 구상나무
고정된 근단에 Citric acid buffer를 분주하여 30분간 수세함
Citric acid buffer를 제거 후, 37℃의 1% Enzyme mix를 분주하여 30분간 연화 처리함
중기염색체 관찰이 용이한 근단을 선별하여 압착(squash) 및 프레파라트를 제작함
4) 관찰
(1) Feulgen staining: 광릉요강꽃, 백부자, 구상나무
염색체 숫자 파악은 광학현미경(Olympus, BX53)을 통하여 염색체간의 구분이 명확한
중기상태의 세포를 관찰 후 DP74 카메라를 이용하여 최소 3개의 세포 이미지를 획득함
(2) DAPI staining: 구상나무
염색체 수 파악은 ZEN 3.3 프로그램(ZEISS)을 이용하여, 중기상태의 세포를 암실에서
형광현미경(ZEISS, Axio Imager A2)을 통해 관찰함
Axiocam HRc (ZEISS)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함
5)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Adobe Photoshop CS6 프로그램 혹은 Corel Photo-pai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확한 염색체의 상동염색체 쌍을 배열 후 동원체(centromere)의 위치에 따라
단완(short arm)/장완(long arm)의 길이를 비교하여 분석함
Micromeasur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핵형분석에 사용된 개체별 염색체 길이를 비교함
(Choi et al., 2020)

라. 화분학적 분석(광릉요강꽃, 백부자)
1) 염색
광릉요강꽃의 화분괴(pollinia), 백부자의 성숙한 약(anther)을 열개 후 PCR tube에
넣고, 아닐린 블루 염색약(aniline blue dye solution)을 150ul 가량 분주하여 성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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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을 염색함
2) 관찰 및 분석
슬라이드 글라스에 10ul의 염색된 화분이 잔존하는 Aniline Blue Solution을 분주한
후 커버글라스로 덮어 광학현미경(Olympus, BX53)을 통하여 관찰함
화분의 염성이 존재할 경우 짙은 청색으로 염색되며, 염성이 없는 화분은 화분의 외표
벽만이 염색되어 관찰됨

마. 유전체 크기 측정(광릉요강꽃)
5개 집단 내 20개체의 광릉요강꽃을 대상으로 하여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수행함
약 20-30mg가량의 광릉요강꽃 성숙한 잎과 유전체 크기측정의 기준이 되는 누에콩
(Vicia faba L.)의 잎을 절편하고, Otto’s buffer Ⅰ을 동시에 분주하여 핵을 추출함
RNase를 통하여 RNA를 제거하고, Propidium iodie 염색시약을 이용하여 추출된 핵을
염색시킨 후 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킴
유세포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광릉요강꽃의 유전체 크기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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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현황
1

광릉요강꽃
광릉요강꽃의 국내 ·외 연구현황은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복원 전략을 위한 대상종의
생활사 분석이 수행된 보전생물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표 2]
광릉요강꽃을 대상으로 일본 및 중국산 광릉요강꽃의 세포분류학 연구가 보고되었지만
[표 2], 한국산 광릉요강꽃의 염색체 및 유전체 크기 변이와 화분학적 연구는 전무함

[표 2] 광릉요강꽃의 국내·외 연구 문헌자료
번호

제목

저자

연도

Cox 등

1998

Genome size and karyotype
1

evolution in the slipper orchids
(Cypripedioideae: Orchidaceae)
Contrasting levels of genetic
diversity between the historically

2

rare orchid Cypripedium japonicum
and the historically common orchid

3
4

관속식물상에 관한 연구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광릉요강꽃
결실에 미치는 환경인자

주제

American Journal

세포

of Botany

분류

Botanical Journal
정재민 등

2009

of the Linnean
Society

Cypripedium macranthos in South
Korea
덕유산국립공원 광릉요강꽃 군락지의

출판사

집단
유전

서은경 등

2011

국립공원연구지

생태

심선정 등

2016

농업생명과학연구

생태

2020

BMC Plant Biology

Gametophyte and embryonic
ontogeny: understanding the
reproductive calendar of
5

Cypripedium japonicum Thunb.
(Cypripedioideae, Orchidaceae), a

Ghimire
등

식물
발달

lady’s slipper orchid endemic to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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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enome size and karyotype evolution in the slipper orchids
(Cypripedioideae: Orchidaceae) (Cox 등, 1998)
Cypripedioideae 27종에 대한 핵 DNA 함량(2C) 측정값과 분자계통학적 정보를 통해,
복주머니란속의 핵형과 유전체 크기 변이를 계통학적으로 재평가함
복주머니란속의 유전체 크기 변이는, 난초과 분류군 내 독립적이며, 환경적 또는 선택적
압력에 의한 종 분화 과정을 보고함

나. Contrasting levels of genetic diversity between the historically rare
orchid Cypripedium japonicum and the historically common orchid

Cypripedium macranthos in South Korea (정재민 등, 2009)
6개 개체군의 광릉요강꽃과 4개 개체군의 복주머니란을 대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
하고 유전적 변이를 파악하여, 발생 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자 함
조사된 광릉요강꽃의 개체군 내와 개체군 사이의 유전적 변이가 높지 않았으나, 복주머니
란은 높은 수준의 유전적 변이를 확인하였음. 유전적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존 전략의
기초 정보를 제공함

다. 덕유산국립공원 광릉요강꽃 군락지의 관속식물상에 관한 연구 (서은경 등, 2011)
광릉요강꽃 군락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여 층위별 우점종을 분석함
덕유산국립공원 광릉요강꽃 자생지 식물상 조사결과, 교목층은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들메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관목층에는 박쥐나무, 들메나무, 그리고 초본층에는 관중,
십자고사리, 조릿대가 우점함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광릉요강꽃 결실에 미치는 환경인자 (심선정 등, 2016)
광릉요강꽃 자생지 확산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덕유산국립공원 내 광릉요강꽃 서식지
환경특성 연구가 수행됨
광릉요강꽃 자생지 주변의 총 15과 19속 20종의 개화식물이 조사되었으며, 광릉요강꽃과
개화시기가 동일한 식물과 광릉요강꽃의 개엽 및 개화 시기 연관성에 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됨
광릉요강꽃 수분에 따른 결실률은 자연수분처리구의 경우 수분성공률 65.6%, 인공수분
처리구의 경우 수분성공률 100%이며, 광릉요강꽃의 열매 크기는 수분 후 경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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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지 온도와 경향성을 보이지만, 자생지 습도의 경향성은 미미한 것으로 관찰됨
광릉요강꽃 조사지 내 벌목의 곤충이 잠재적 수분매개자로 판단되어 기존 연구와 일치
하나, 수분매개자에 대한 연구는 확장된 집단 및 많은 개체수를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Gametophyte and embryonic ontogeny: Understanding the reproductive
calendar of Cypripedium japonicum Thunb. (Cypripedioideae, Orchidaceae),
a lady’s slipper orchid endemic to East Asia (Ghimire 등, 2020)
광릉요강꽃 내 생식기관의 발달과정과 수정 후 배 발생 및 종자의 결실과정을 보고함
으로써 광릉요강꽃의 생활사 이해를 목적으로 함
관찰 결과 기존 보고된 복주머니란속 내 근연 분류군들과 배 발생 및 발달과정의 차이를
발견하여 광릉요강꽃의 종 특이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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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부자
백부자의 국내·외 연구는 주로 백부자의 추출물에 대한 생화학적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음[표 3]
세포분류학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 중국 및 한국 일부 집단의 염색체 수가 보고
되었음[표 3]
현재까지 핵형분석 자료는 전무하며, 백부자 화분의 형태 및 생식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함

[표 3] 백부자의 국내·외 연구 문헌자료
번호
1

제목

저자

연도

Alkaloids of Aconitum coreanum. X.
Dzhakhangirov
curare-like activity-structure
2002
와 Bessonova
relationship

출판사

주제

Chemistry of
Natural
Compounds

생화학

2

Chromosome numbers of eight
taxa of Aconitum L. in Korea and
their systematic significance
(Ranunculaceae)

정경숙 등

2011

한국식물분류학회

염색체

3

Genetic diversity assessment of
Aconitum coreanum (H. Lév.)
Rapaics (Ranunculaceae), an
endangered plant species in Korea,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원효식 등

2012

Journal of
Species Research

분류

4

Chromosome numbers of 28 taxa
in 10 genera of the Ranunculaceae
(buttercup family) from the Korean
peninsula

정경숙 등

2013

Caryologia

염색체

5

The complete chloroplast genome
sequence of Aconitum coreanum
and Aconitum carmichaelii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Aconitum species

박인규 등

2017

Plos one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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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lkaloids of Aconitum coreanum. X. curare-like activity-structure
relationship (Dzhakhangirov 와 Bessonova, 2002)
백부자로부터 추출된 11개의 독립적인 alkaloid의 생물학적 활성이 발견됨
백부자에서 발견된 akaloids는 mellyctine와 비교 시 낮은 독성을 보이지만 curare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활성이 확인됨

나. Chromosome numbers of eight taxa of Aconitum L. in Korea and their
systematic significance (Ranunculaceae) (정경숙 등, 2011)
초오속(Aconitum L.) 내 분류군들에서 염색체 수 변이 및 다배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견
됨에 따라 세포분류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됨
한국산 초오속(Aconitum L.) 식물 8종의 염색체 수를 보고하였고, 백부자 중국 집단의
세포형(2n = 24 + 1B)과 국내 집단의 세포형(2n = 32)을 보고함

다. Genetic diversity assessment of Aconitum coreanum (H. Lév.) Rapaics
(Ranunculaceae), an endangered plant species in Korea,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원효식 등, 2012)
멸종위기식물인 백부자의 집단 간 유전적 다양성 확인을 위해 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한 집단 유전 분석을 수행함
이형접합성의 부재와 낮은 수준의 집단 간 유전적 차이를 통해 백부자가 초오속 내 다른
분류군과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거나 백부자의 종 분화 시기가 최근인 것으로 추정됨

라. Chromosome numbers of 28 taxa in 10 genera of the Ranunculaceae
(buttercup family) from the Korean peninsula (정경숙 등, 2013)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한국 고유종 28종의 체세포 염색체 수를 보고함
미나리아재비속에서 R type 염색체 및 T type 염색체의 발견과 염색체 재배열이
종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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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he complete chloroplast genome sequence of Aconitum coreanum and

Aconitum carmichaelii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Aconitum
species (박인규 등, 2017)
미나리아재비과의 A. coreanum과 A. carmichaelii 두 종을 구분하고자 전장 엽록체
(cp)의 유전자지도를 분석함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엽록체 유전체 분석 결과, 백부자는 근연 분류군과 엽록체
유전체 변이가 다소 발견되었으며, 속 내 분류체계에 유용한 유전적 정보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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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나무
구상나무 분류군에 관한 국내 연구는 군집 내 구상나무의 생태학적 지위에 대한 연구
및 근연 분류군 분비나무의 분류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구상나무의 세포분류학적 연구는 염색체 수와 핵형 분석이 보고되었지만, 제한된 집단의
일부 개체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있어, 배수체 현상 유무는 판단이 불가능함

[표 4] 구상나무의 국내·외 연구 문헌자료
번호

1

2

제목
Karyological relationship of genus

Abies in Korea

가야산 구상나무 군락의 구조 및 동태

저자

연도

출판사

주제

김영두

1983

한국산림과학회

분류

이창석 등

199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생태

김갑태 등

2007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생태

송정호 등

2008

한국임학회지

분류

정성일 등

2017

Studies on the structure of Abies
3

koreana community at subalpine
zone in Hallasan

분비·구상나무 천연집단(天然集團)의
4

구과(毬果), 종자(種子),
포침특성(苞針特性) 변이(變異)

Chemical composition and
5

antibacterial activities of the
essential oil from Abies koreana

Phytotherapy
Research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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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aryological relationship of genus Abies in Korea (김영두, 1983)
전나무속의 국내 자생종 3종과 일본에서 도입된 4종의 분류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체세
포분열중인 염색체에 대한 핵형 분석을 수행함
모든 종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2n = 24로 확인됨
핵형 분석 결과, 구상나무와 분비나무의 7번 염색체와 8번 염색체가 유사하였음

나. 가야산 구상나무 군락의 구조 및 동태 (이창석 등, 1993)
한국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생육지의 제한된 특징 및 기후 변화 문제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아 서식지 보존을 위한 구상나무 군락의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함
구상나무 생육지는 아고산대에 해당하며, 구상나무 집단과 기타 수종 집단은 직경급
범위와 분포도의 모양이 모두 서로 유사하였고, 밀도는 구상나무 이외 기타 수종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임
본 조사지구의 구상나무와 기타 수종의 지표직경급 분포도는 모두 J자형을 나타내며
이는 구상나무군락이 극상 상태로 안정되어있고 현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의미함

다. Studies on the structure of Abies koreana Community at Subalpine zone
in Hallasan (김갑태 등, 2007)
한라산 국립공원 아고산지대에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의 생육현황과 군집
구조를 파악하고, 보전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상나무 분포 지역의 식생을 조사함
MIP평균상대우점치는 구상나무, 주목 순으로 높았으며, 구상나무 고사목의 흉고직경은
5-15cm 범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생육 중인 구상나무 흉고직경과 고사목의 상관
관계를 제시함

라. 분비·구상나무 천연집단(天然集團)의 구과(毬果), 종자(種子), 포침특성(苞針特性)
변이(變異) (송정호 등, 2008)
분비나무와 구상나무의 구과, 종자 및 포침의 형태적 특성을 단계적 판별분석을 적용
종간 식별에 유용한 분류 지표를 선정하였음
분비나무의 종자 길이, 종자 지수, 포침 폭 및 포침 지수 특성과 구상나무의 포침 폭과
포침 지수 특성이 높은 환경 인자 영향을 보였음
과실의 폭, 종자날개의 폭 및 포침의 길이가 분비나무와 구상나무의 분류학적 유용한
형질로 판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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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hemical composition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the essential oil from

Abies koreana (정성일 등, 2017)
구상나무의 정유를 대상으로 GC-MS 분석방법을 통해 항균성 성분의 종류와 성분별
활성 분석을 수행함
구상나무 정유는 borneol (27.9%), α-pinene (23.2%), β-pinene (5.8%),
terpinene-4-ol (3.8%), bornyl acetate (3.4%), α-terpineol (3.1%) 성분으로 구성
되며, 구상나무 정유의 약용 자원 가치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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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광릉요강꽃

가. 염색체 분석
(1) 광릉요강꽃 염색체 수 파악
자생하는 총 5개 집단, 16개체의 광릉요강꽃 염색체 수 파악과 20개체의 유전체 크기
분석 수행
자생하는 총 16개체의 염색체 수 파악한 결과, 다배체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생식세포분열의 염색체 수는 n = 11, 체세포분열결과 2n = 2x = 22개로 나타남[그림
4-5, 표 5]
조사된 모든 분류군의 염색체 수는 2배체로 동일하였으며, 기본염색체 수는 x = 11로
나타남[그림 4-5, 표 5]
[표 5] 광릉요강꽃 자생지에서 확인된 개체들의 염색체 수
조사지역

조사구명

채집번호

염색체 숫자

1

전라북도 무주

식물보전센터

MJ01-1

n = 11

2

전라북도 무주

식물보전센터

MJ01-3

n = 11

3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YS01

n = 11

4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2

n = 11

5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3

n = 11

6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4

n = 11

7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5

n = 11

8

경기도 포천

죽엽산

JY01

n = 11

9

경기도 포천

죽엽산

JY02

2n = 2x = 22 (n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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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도 포천

죽엽산

JY04

2n = 2x = 22 (n = 11)

11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KW01-1

2n = 2x = 22 (n = 11)

12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KW01-2

2n = 2x = 22 (n = 11)

13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KW01-3

2n = 2x = 22 (n = 11)

14

충청북도 영동

영동 1

YD01-1

2n = 2x = 22 (n = 11)

15

충청북도 영동

영동 2

YD01-2

2n = 2x = 22 (n = 11)

16

충청북도 영동

영동 3

YD01-3

2n = 2x = 22 (n = 11)

(2)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집단 광릉요강꽃 3개체의 핵형 분석
광릉요강꽃 핵형 분석 결과 전체 반수체 염색체의 크기는 87.04 - 102.07 um로 나타남
[그림 5, 표 6]
가장 큰 염색체 크기는 12.33-14.57 um의 중부염색체(metacentric), 차중부염색체
(submetacentric chromosome), 차단부염색체(subtelocentric chromosome)의 핵형이
나타났음[그림 5, 표 6]
가장 작은 염색체 크기는 4.26-4.58 um의 중부염색체(metacentric), 차중부염색체
(submetacentric chromosome)의 핵형이 나타났음[그림 5, 표 6]

[표 6] 광릉요강꽃 자생지에서 확인된 개체들의 핵형분석 결과
Largest

채집번호

Chromosome length (um)
Smallest

Mean ± S.D.

Mean ± S.D.

Total HKL1

AsI2(%)

RI3

1

DYYS02

14.57 ± 0.27

4.58 ± 0.08

102.07 ± 3.27

69.4

3.18

2

DYYS03

12.52 ± 1.48

4.72 ± 0.58

89.16 ± 2.33

65.2

2.65

3

DYYS05

12.33 ± 1.77

4.26 ± 0.64

87.04 ± 2.30

72.9

2.87

1

HKL: 반수체 핵형 길이(haploid karyotype length); 2AsI (Asymmetry Index): 모든 장완의

길이/전체 반수체 염색체의 길이(the proportion of all long arms to the total length of
haploid set of chromosomes);

3

RI (Ratio Index): 가장 긴 염색체와 짧은 염색체의

비율(the ratio of the longest to the shortest chromo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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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릉요강꽃 생식세포 분열의 중기 염색체

[그림 5] 광릉요강꽃의 핵형분석 결과(n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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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체 크기 분석
광릉요강꽃이 자생하는 총 5개 집단(덕유산국립공원 3집단, 충북 영동, 강원 화천) 내
총 22개체의 유전체 크기를 측정하였음
자생하는 총 5개 집단 내 22개체들의 유전체 크기 측정 결과 모든 개체들에서 동일하게
2 배체가 발견되었으며 , 유전체 크기는 28.26pg/1C 에서 30.14pg/1C 로 나타남
[그림 6-10, 표 7]
[표 7] 광릉요강꽃 자생지에서 채집된 개체별 유전체 크기
조사지역

조사구명

채집번호

유전체 크기 (1C ± S.D.)

1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BS_1

29.29 ± 0.68 pg

2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BS_2

28.73 ± 0.31 pg

3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BS_3

29.59 ± 0.33 pg

4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

BS_4

29.42 ± 0.45 pg

5

충청북도 영동

영동

CB1_1

29.20 ± 0.98 pg

6

충청북도 영동

영동

CB1_2

28.38 ± 0.38 pg

7

충청북도 영동

영동

CB1_3

29.48 ± 0.49 pg

8

충청북도 영동

영동

CB1_4

28.26 ± 0.45 pg

9

충청북도 영동

영동

CB1_5

30.14 ± 0.11 pg

10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6_1

29.58 ± 0.59 pg

11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6_2

29.27 ± 0.49 pg

12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6_3

29.59 ± 0.35 pg

13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6_4

29.86 ± 0.23 pg

14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6_5

29.99 ± 0.49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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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6_6

29.97 ± 0.05 pg

16

전라북도 안성

안성 3

AS3_1

29.47 ± 0.09 pg

17

전라북도 안성

안성 3

AS3_2

28.77 ± 0.65 pg

18

전라북도 안성

안성 3

AS3_3

28.39 ± 0.33 pg

19

전라북도 안성

안성 3

AS3_4

29.43 ± 0.39 pg

20

전라북도 안성

안성 3

AS3_5

29.94 ± 0.85 pg

21

전라북도 무주

식물보전센터

MJ1_1

29.31 ± 0.44 pg

22

전라북도 무주

식물보전센터

MJ1_2

29.34 ± 0.75 pg

[그림 6] 광릉요강꽃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집단의 유전체 크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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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광릉요강꽃 충북 영동집단의 유전체 크기 측정 결과

[그림 8] 광릉요강꽃 안성6 집단의 유전체 크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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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광릉요강꽃 안성3 집단의 유전체 크기 측정 결과

[그림 10] 광릉요강꽃 무주식물보전센터 식재 집단의 유전체 크기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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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분학적 분석
광릉요강꽃이 자생하는 집단 중, 3개 집단 10개체에 대한 화분염성테스트를 수행하여
생식능력을 확인하였음[그림 11, 표 8]
광릉요강꽃의 성숙한 화분괴(pollinia)내 존재하는 화분의 염성테스트 결과, 대부분의 화분
(94% 이상)에서 생식능력이 확인됨[표 8]

[그림 11] 광릉요강꽃의 자생지에서 확인된 개체들의 화분염성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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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광릉요강꽃의 자생지에서 확인된 개체들의 화분의 생식 능력 확인
조사지역

조사구명

표본번호

생식률(%)

1

전라북도 무주

식물보전센터

MJ01-1

94.5

2

전라북도 무주

식물보전센터

MJ01-3

100

3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6

DYYS01

100

4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2

99.0

5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3

100

6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4

100

7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5

100

8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DYYS06

100

9

경기도 포천

죽엽산

JY01

95.2

10

경기도 포천

죽엽산

JY02

100

생식률(%): (염성화분의 개수 / 염성화분과 불염성 화분의 개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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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부자

가. 염색체 분석
1) 염색체 수 확인 및 다배체 현상 파악
월악산국립공원 집단 내 3개체를 대상으로 염색체 수 확인 결과, 집단 내 다배체 현상을
파악하였음
조사된 3개체의 염색체 수 확인 결과 기존 문헌 보고와 동일한 4배체로 확인되었으며,
염색체 숫자는 2n = 32로 기본염색체 수는 x = 8로 나타남[그림 13, 표 9]

[표 9] 월악산국립공원 집단 내 백부자의 염색체 수
조사지역

채집번호

염색체 수

1

월악산국립공원

SSK200922-1

2n = 4x = 32

2

월악산국립공원

SSK200922-2

2n = 4x = 32

3

월악산국립공원

SSK200922-3

2n = 4x = 32

2) 백부자 집단 내 3개체의 핵형 분석 수행
백부자 핵형 분석 결과 전체 반수체 염색체의 크기는 59.40 – 72.36 um로 나타남
[그림 13, 표 10]
가장 큰 염색체 크기는 6.97-9.20 um의 중부동원체(metacentric chromosome)의
핵형이 나타났음[그림 13, 표 10]
가장 작은 염색체 크기는 1.46–1.89 um의 중부동원체(metacentric chromosome)와
차중부동원체(submetacentric chromosome)의 핵형이 나타났음[그림 13,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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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채집된 백부자 염색체의 핵형 분석
Chromosome length (um)
채집번호

Largest

Smallest

Mean ± S.D.

Mean ± S.D.

AsI2

Total HKL

(%)

1

RI3

1

SSK200922-1

6.97 ± 0.36

1.46 ± 0.13

59.40 ± 4.04

66.5

4.76

2

SSK200922-2

8.29 ± 1.80

1.84 ± 0.40

68.66 ± 13.02

65.1

4.51

3

SSK200922-3

9.20 ± 2.10

1.89 ± 0.34

72.36 ± 16.26

66.1

4.88

1

HKL: 반수체 핵형 길이(haploid kyrotype length); 2AsI (Asymmetry Index): 모든 장완의

길이/전체 반수체 염색체의 길이(the proportion of all long arms to the total length of
haploid set of chromosomes); 3RI (Ratio Index): 가장 긴 염색체와 짧은 염색체의 비율
(the ratio of the longest to the shortest chromosome)

[그림 12] 백부자 체세포분열의 중기 염색체

[그림 13] 백부자의 핵형분석 결과(2n = 4x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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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분학적 분석
백부자 3개체 화분염성테스트를 통한 웅성배우자체의 생식능력 확인
백부자의 성숙한 약(anther) 대부분에서 화분의 염성(fertility)이 확인됨[그림 14, 표 11]
화분염성테스트를 통해 생식능력이 확인된 개체들은 정상적 감수분열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백부자의 효과적인 서식지 복원 및 개체 증식 수행 시, 조사된 월악산국립공원 개체들은
유전적 다양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4] 백부자의 화분 염성테스트를 통한 생식능력 확인 결과. 화살표는 불염성 화분을 의미
[표 11] 백부자의 화분 염성테스트 결과
조사지역

표본번호

생식률(%)

1

월악산국립공원

SSK200922-1

95.9

2

월악산국립공원

SSK200922-2

88.4

3

월악산국립공원

SSK200922-3

95.7

생식률(%): (염성화분의 개수 / 염성화분과 불염성 화분의 개수)×100

42│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Ⅲ. 연구 결과
3. 구상나무

3

구상나무

가. 염색체 분석
1) 염색체 수 확인 및 다배체 현상 파악
무등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집단 내 7개체를
대상으로 염색체 수 확인[표 12]
구상나무 염색체 수는 2n = 24 (x = 12)로 동일한 2배체가 모든 개체들에서 확인되었음
[그림 15-18, 표 12]
[표 12] 구상나무 자생지에서 확인된 개체들의 염색체 수
조사지역

채집번호

염색체 숫자

1

무등산국립공원

4972-1

2n = 2x = 24

2

무등산국립공원

4972-2

2n = 2x = 24

3

무등산국립공원

4835

2n = 2x = 24

4

지리산국립공원

4818-1

2n = 2x = 24

5

지리산국립공원

4818-2

2n = 2x = 24

6

지리산국립공원

4878-1

2n = 2x = 24

7

지리산국립공원

4878-2

2n = 2x = 24

8

지리산국립공원

4692-1

2n = 2x = 24

9

지리산국립공원

4692-2

2n = 2x = 24

10

덕유산국립공원

4706-2

2n = 2x = 24

11

한라산국립공원

KNPSP-006390

2n = 2x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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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구상나무 생체와 체세포 분열의 중기 염색체. A: 구상나무 생체; B: 지리산 집단
4692-1 개체의 DAPI 염색 방법으로 관찰한 중기 염색체

[그림 16] 구상나무 무등산 집단의 체세포 분열

44│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Ⅲ. 연구 결과
3. 구상나무

[그림 17] 구상나무 지리산 집단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중기 염색체

[그림 18] 구상나무 덕유산, 한라산 집단의 체세포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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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리방안 및 제언
1

광릉요강꽃

가. 위협요인
광릉요강꽃은 집단이 분절화 되어 있고 집단 내 개체수도 매우 적기 때문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취약함
복주머니란속 분류군들은 꽃이 크고, 모양과 색깔이 독특하여 관상 가치가 높으며, 자생
식물의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남획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화분의 염성 조사결과, 생식능력이 높은 화분을 생성하는 개체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광릉요강꽃 종자 발아에 영향을 주는 난균근균과의 공생으로 인해 인위적 증식에 어려움이
있음

나. 보전전략
연구된 모든 집단 내 광릉요강꽃 개체들은 안정적으로 2배체인 2n = 22의 염색체 수가
관찰된 바, 개체들간의 유전적 변이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전적 다양성과
집단 안정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전전략을 수립해야 함
연구된 모든 집단 내 광릉요강꽃 개체들의 화분 생식능력이 높은 바, 추후 증식・복원
계획 수립 시 화분의 활력도를 유지하며 개체들을 보관 및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인위적 훼손에 의한 광릉요강꽃의 개체 수 급감 및 기후변화에 의한 자생지 변화에 대비
하여 자생지 내 광릉요강꽃 개체들의 종자를 이용한 서식지 내·외 증식 및 보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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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부자

가. 위협요인
백부자의 염색체 수는 모든 개체들에서 4배체인 2n = 32가 관찰 되어 자생지 내 유전적
변이는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된 백부자의 다수 개체들에서 높은 화분 생식력이 관찰된 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
시키는 유성생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백부자는 접근성이 용이한 비교적 낮은 지대와 도로 인접한 곳에 자생하는 바, 인위적
서식지 훼손의 우려가 높음
약용자원의 가치가 높은 백부자는 무분별 채취에 의한 자생지 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음

나. 보전전략
연구된 백부자 개체들의 염색체 수는 2n = 32의 4배체가 관찰되었으며, 대부분 높은
생식능력을 포함하여 집단 내 개체들의 생존율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백부자 자생지
내 우점종과의 종간 경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위적 보전 전략이 요구되며, 백부자
개화 개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생육 환경 개선이 필요함
자생지 접근성이 용이한 백부자의 서식지는 약용 자원 특이성에 의한 인위적 훼손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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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나무

가. 위협요인
구상나무는 아고산대 식물로 기후변화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음
구상나무는 건조한 토양층에 자생하며 뿌리의 상해, 수분 부족, 한랭건조 등의 이유로
인해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고산식물의 생육환경에 따른 염색체 및 유전체 진화 경향성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아고
산대 식물인 구상나무의 개체 수 감소 원인과 염색체 자료와의 연관성 파악이 필요함

나. 보전전략
연구된 구상나무 개체의 염색체수는 2n = 2x = 24로 안정적인 상태임. 구상나무의
정상적 세포 분열 및 동일 염색체 수 결과, 추후 집단별 다수 개체들을 대상으로 자생지
환경과 유전체 크기 비교 연구가 필요함
구상나무 자생지의 개체군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성숙개체와 동시에 미성숙개체를 대상
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되며, 기후 변화 등 환경적 혹은 비환경적 압력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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