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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병꽃풀 응용제품 개발
(자체연구, 2014 ~ 2023)

채정우, 조희선

요   약

  경기도에서 생육, 채취와 활용을 할 수 있는 국내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대상 식물의 다양한 

생리활성 측정을 통한 바이오산업 소재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긴병꽃풀을 재료로 하였다.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의 폴리페놀의 함량은 80.44±0.44 mg/g 

GAE(Gallic acid equivalent), 열수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59.36 mg/g GAE이었다.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50 μg/mL에서 56.86%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낸 

후 농도에 의한 활성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긴병꽃풀 추출물의 ABTS+ 소거능은 

5 μg/mL 농도에서 32.75%, 100 μg/mL 농도에서 99.5%, 1,000 μg/mL 농도에서 99.59%의 

소거능을 보였으며, 50 μg/mL 이상 농도에서 100%에 가까운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긴병꽃풀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11.52%, 100 μg/mL 농도에서 

18.46%, 1000 μg/mL 농도에서 24.78%의 활성을 보였다. 긴병꽃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100 μg/mL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 활성을 나타내지 않고 500 

μg/ml 농도에서 19.74%, 1000 μg/mL 농도에서 28.78%의 활성을 보였으며, tyrosinase의 

저해제로 흔히 사용되는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40%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2.57%, 

100 μg/mL 농도에서 6.11%, 1000 μg/mL 농도에서 7.27%의 활성을 보였다.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100 μg/mL 이하 농도에서 세포 증식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최고농도인 1000 μg/mL의 농도에서 88.2%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는 등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세포실험은 증식효과를 나타낸 100 μg/mL 이하 농도에서 

진행되었다. Western blot을 통한 미백 인자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α-MSH에 의해 

증가한 MITF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10.9%, 96.6%, 53.9%로 

감소하였고 tyrosinase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71.1%, 61.7%, 

56.1%로 감소하였다. TRP-1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09%, 

73.5%, 64.9%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50, 100 μg/ml의 농도에서 

단백질 발현이 더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TRP-2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77.1%, 73.2%, 67.3%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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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생활환경의 오염이 심해지고 환경호르몬과 화학물질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에서 머물고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활 수준이 향상

되고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재료와 그 재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생산된 새로운 제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량 생산 형태의 농작물이 

아닌 산림에서 새로운 재료를 찾아 기능성식품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韓醫學)에서는 국내 자생종을 이용한 처방법이 기재된 동의보감 이후로 국내 

자생수종 또한 한의학과 민간의학 재료로 사용돼 왔고, 최근 나고야의정서에 시행과 동의보감의 

재조명 기류에 따라 중국산 약재료가 아닌 국내 자생식물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 수종을 이용한 연구재료의 설정은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 적립된 재배법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바이오산업 소재로서의 활용 시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인 ‘재료의 

균일화, 재료 수급의 안정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자생 형태로 

생산되는 산림 수종의 경우 채취 시점에서의 재료의 균일화 달성은 쉽지 않다. 따라서 수확 

후 전처리 과정에서의 균일화와 최적 전처리 및 유효물질의 추출조건 적립은 반드시 연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재료 ‘공급이 저비용, 대량,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 연구되지 않은 식물류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식물재료를 신규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물군 중 “희귀식물, 보호 대상 식물”이 있다. 이 식물들은 

식물학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귀한” 식물이다. 소량으로 분포하고 한 곳에서 군락을 이루지 

못하는 식물이 대부분이라 반드시 “소중하게 다루고 보호해야 할” 식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오산업 재료 측면에서는 가치가 낮은 식물들이다. 산업화 재료로서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식물학자들과 의학계 또는 화장품 개발 분야 학자들의 공동

연구로 탄생하는 제품군 중에서 이러한 “귀한” 식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가 연구보고서와 시제품 단계에서는 마무리되었으나 실제 산업화와 

소득 창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는 “산업화를 위한 식물재료의 사전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제정)에서는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과 통합관리,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과 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산업사업을 수행’하며 교목층의 용재수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산림생명자원들 또한 소득자원으로 보고 보전 및 관리를 할 것을 정책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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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8년 시행되기 시작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산림기반 융복합 신산업 육성과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공업과 식품산업 등과의 연계 등 산림생명자원의 응용까지도 정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산림생명자원 중 하나인 하층식생(초본류)를 

이용한 소득화와 화장품, 기능성식품 소재 등으로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는 필요한 

시대적 당면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자생하고 산림의 하층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초본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특히 지금까지 산업화 재료로 사용된 바 없는 

긴병꽃풀을 대상으로 항산화 활성과 화장품 활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 측정을 통한 천연 

화장품 소재 및 기능성식품 재료로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긴병꽃풀[Glechoma grandis] 

  산지의 습하고 양지바른 곳에서 자란다. 줄기는 모나고 퍼진 털이 있으며 처음에는 곧게 서나, 

자라면서 옆으로 50cm 정도 뻗는다. 잎은 마주나고 긴 잎자루가 있으며, 둥근 신장형

(腎臟形)으로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4∼5월에 연한 자주색 꽃이 줄기 위 잎겨드랑이에 

돌려난다. 화관은 입술 꼴로 윗입술꽃잎은 약간 오목하고 아랫입술꽃잎은 3갈래로 갈라지며 

안쪽에 자주색 반점이 있다. 수술은 4개이며 2개가 길다. 꽃받침은 통모양이고 끝이 바늘 

모양이며 5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분과(分果)로 꽃받침 안에 들어 있고 타원형이다. 경기도·황해도·

평안남도·평안북도 등지에 분포한다. - 두산백과 中 -

 그림 1. 실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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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추출물의 제조

  실험을 위한 시료 추출은 70% ethanol 추출로 진행하였다. 추출은 시료 중량의 10배의 용매 

(70% ethanol)를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적신 후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3회 반복

하였다. 분리된 추출액은 Whatman No. 1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Japan)로 농축하였다. 이후 추출물 및 농축물을 동결건조하여 -20℃에서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나.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 분획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 1g을 50 mL의 증류수에 용해하여 분획 깔때기에 넣고 50 mL의 

에틸아세테이트를 넣어 흔들어 섞어준 후 방치하여 물 층과 에틸아세테이트층을 분리하였으며, 

에틸아세테이트층 (위층)을 동결건조하여 –20℃에서 보관, 시료로 사용하였다.

  다.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 측정

   1)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시료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한다. 5,000μg/mL 

농도로 희석한 추출물 10 μL를 취하여 10% sodium carbonate (Na2CO3) 200 μL와 1N 

Folin-ciocalteu reagent 20 μL와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 반응 후 75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폴리페놀 함량은 ga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한 표준곡선을 통해 계산하였다.

   2)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60 ㎕와 농도별 추출물을 120 ㎕씩 넣고 혼합한 후 15분간 방치한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

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무첨가군의흡광도
시료첨가군의흡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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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radical 소거능의 측정은 Pellegrin 등의 방법을 변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7mM 2,2-azino-bis(3-ethyl-benthiazoline-6-sulfonic acid)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K2S2O8)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ABTS+ radical을 형성시킨 

용액을 735 nm에서 대조구의 흡광도 값이 0.7~0.8이 되도록 absolute ethanol로 희석한 

용액 100 ㎕에 농도별 추출물 100 ㎕를 혼합하여 73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소거능   대조구의흡광도
반응구의흡광도

×

   4)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S. Marklund와 G. Marklund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농도별 시료 용액 20 ㎕에 

Tris-HCl 완충용액 (50 mM Tris-HCl buffer, pH 8.5) 130 ㎕와 7.2 mM pyrogallol 20 ㎕를 

가하여 혼합한 후 37℃에서 10분 반응시켰다. 이후 산화된 pyrogallol 양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2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SOD유사활성소거능   대조구의흡광도
반응구의흡광도

×

  라. 추출물의 효소활성 측정

   1) Tyrosianse 저해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Yagi 등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용액 40 μL에 

67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80 μL와 10 mM L-DOPA 40 μL 및 

mushroom tyrosinase (200 U/ml) 40 μL을 첨가하여 37℃에서 10분간 반응시켜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저해율(%) = ( 1 -
시료 첨가 군의 흡광도

)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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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Elastase 저해활성 측정은 Cannell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기질로서 

N-succinyl-(L-Ala)3-p-nitroanilide를 사용하여 37℃에서 30분간 기질로부터 생성되는 

p-nitroanilide의 생성량을 445 nm에서 측정하였다. 즉, 각 시험용액을 일정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여 40 μL를 취하고,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porcine pancreas 

elastase (0.5 U/ml) 용액 40 μL와 0.4 M tris-HCl buffer (pH 8.6) 40 μL를 가하여 37℃에서 

2분 가열한 후 기질로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N-succinyl-(L-Ala)3-p-nitroanilide 

(3.2 mM)을 80 μL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켜 측정하였다. Elast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저해율(%) = ( 1 -
시료 첨가 군의 흡광도

)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마. 분획물의 세포 독성 측정 

   1) 세포주 및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이용한 멜라노마 세포인 B16F10의 배양은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 (100 U/ml)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의 온도와 

5% CO2 조건의 incubator에 적응시켜 계대 배양하였다. 

   2) MTT assay에 의한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 측정은 B16F10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이 되도록 180 μL 

분주하였고, 시료를 농도별로 조제하여 20 μL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여기에 2.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40 μL를 첨가하여 3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 당 DMSO 100 μL를 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ELISA reader로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바. 분획물의 Western blot을 통한 단백질 발현 측정 

  미백 인자인 MITF, TRP-1, TRP-2, tyrosinase 인자들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B16F10 

세포를 100mm tissue culture dish에 cell seeding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cell을 안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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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를 제거한 후 α-MSH를 2시간 처리한 후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한 배지로 24시간 

배양한 후 PBS로 2회 씻었다.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RIPA) buffer 10mL에 

complete mini 1 tab를 가한 100μL로 용해한 후 4℃, 13,200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BCA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20μL의 

단백질을 10% SDS-PAGE상에서 전기영동하여 분리한 후 분리된 단백질은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에 옮겨 blocking buffer (5% skim milk in TBST)을 제조하여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을 실시하였다. 1차 항체를 희석하여 4℃에서 over night 후 다시 

10분 간격으로 tris-buffered saline and tween 20 (TBST)로 3회 씻는다. 2차 항체를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한 후 3회 씻어 Davinch-ChemiTM Imager CAS-400SM 기기를 사용해 

밴드를 확인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긴병꽃풀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가.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

  식물에 함유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페놀성 화합물은 분자 내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수산기로 치환된 방향족 환인 phenolic hydroxyl (OH) 기를 가지고 있다. 분자의 

phenolic hydroxyl기의 수는 페놀성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폴리페놀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 또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페놀류 화합물의 phenolic hydroxyl기는 효소 단백질과 결합하여 

다양한 약리 활성을 나타낸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함량은 80.44±0.44 mg/g GAE(Gallic 

acid equivalent)로 나타났으며 열수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59.36 mg/g GAE로 나타났다.

Table 1. The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from Glechoma grandis extracts.

Sample
Phenolic content (mg/g GAE)

70% ethanol extract Hot water extract

Glechoma grandis 80.44±0.44 59.36±0.52



- 8 -

  나.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

  2,2-diphenyl-2-picrylhydrazyl(DPPH)은 안정한 radical 분자의 일종으로 보라색을 띠며, 

DPPH 분자는 항산화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게 되면 환원되어 탈색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긴병꽃풀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능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0 μg/mL에서 56.86%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낸 후 농도에 의한 활성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Glechoma grandis extracts.

  다.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ABTS와 potassium persulfate가 반응하여 생성된 ABTS 양이온은 청록색을 띠고 있으며 

ABTS 양이온이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제거되면 탈색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긴병꽃풀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BTS+ 소거능이 

증가하여 5 μg/mL 농도에서 32.75%, 100 μg/mL 농도에서 99.5%, 1000 μg/mL 농도에서 

99.59%의 소거능을 보였으며, 50 μg/mL 이상 농도에서 100%에 가까운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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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lechoma grandis extracts.

  라.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Superoxide dismutase (SOD)는 초과산화이온 (O2-)을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꾸는 

항산화효소이다. 식물 추출물 중에는 SOD가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산화이온을 

제거하는 SOD와 유사한 능력을 보이며 이를 SOD 유사활성이라 한다. SOD 유사활성 측정 

실험에서 pyrogallol은 용액 내의 산소를 흡수하여 자동 산화되며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SOD 유사활성을 가진 경우 pyrogallol의 자동산화가 억제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5 μg/mL 농도에서 11.52%, 100 μg/mL 농도에서 18.46%, 

1000 μg/mL 농도에서 24.78%의 활성을 보였으며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은 대조구인 

vit·C의 30%가량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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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D-like activity of Glechoma grandis extracts.

2. 긴병꽃풀 추출물의 효소 저해활성 측정

  가.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

  Tyrosinase는 melanin 생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아미노산의 일종인 

tyrosin을 산화시켜 melanin 생성 전구체인 DOPA-quinone을 생성한다. Melanin의 생성량은 

tyrosinase에 의하여 생성되는 DOPA-quinone의 양에 비례하므로 tyrosinase 활성 저해 

실험은 피부 미백제 개발에 있어 유용한 평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긴병꽃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긴병꽃풀 추출물은 100 μg/mL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500 μg/ml 농도에서 19.74%, 1000 μg/mL 농도에서 

28.78%의 활성을 보였으며, tyrosinase의 저해제로 흔히 사용되는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40%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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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yrosinase inhibition rate of Glechoma grandis extracts.

  나.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

  Elastin은 collagen과 같이 세포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을 형성하는 주요 단백질이며 

진피 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lastase는 elastin과 collagen을 

분해하는 비특이적 가수분해 효소이며, 따라서 elastase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피부 주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긴병꽃풀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나 그 폭이 미미하였으며 5 μg/mL 농도에서 2.57%, 100 μg/mL 농도에서 6.11%, 1000 μg/mL 

농도에서 7.27%의 활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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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lastase inhibition rate of Glechoma grandis extracts.

3. 긴병꽃풀 분획물의 세포 독성 및 미백 인자 발현 측정

  가. 세포 생존율 측정 결과

  MTT assay는 노란색을 띠는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bromide 

(MTT)가 미토콘드리아의 reductase에 의하여 물에 녹지 않는 보라색의 formazan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미토콘드리아의 reductase는 살아있는 세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에 MTT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formazan의 양은 살아있는 세포의 양에 

비례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긴병꽃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긴병꽃풀 분획물은 100 μg/mL 이하 농도에서 세포 증식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최고농도인 

1000 μg/mL의 농도에서 88.2%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는 등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세포실험은 증식효과를 나타낸 100 μg/mL 이하 농도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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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ell viability of Glechoma grandis EtAc fraction on melanoma cell (B16F10)

  나. Western blot을 통한 단백질 발현 측정 

  자외선 노출 때문에 시작되는 melanogenesis는 다양한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하여 섬세하게 조절된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tyrosinase는 세포질에서는 당화되어 비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자외선과 Norepinephrine/α1 또는 β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의하여 방출된 diacylglycerol 

(DAG)에 의해 활성화된 protein kinase C-β (PKC-β)에 의하여 활성화된다. 또한 tyrosinase와 

TRP-1, TRP-2의 전사를 유도하는 MITF의 전사는 다양한 신호 전이 경로에 의해서 조절된다. 

또한 몇몇 피부 미백제는 tyrosinase의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대신 전사와 관련된 신호 경로를 

조절하는 것을 통하여 미백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긴병꽃풀 분획물이 tyrosinase와 관련인자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16F10 세포에 긴병꽃풀 분획추출물을 25, 50, 100 μg/mL의 농도별로 처리한 후 

control은 α-MSH를 처리하여 멜라닌을 과발현한 구간으로 설정하였고, normal은 α-MSH를 

처리하지 않은 구간으로 설정하여 Western blot을 통해 MITF, TRP-1, TRP-2, tyrosinase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이때, 단백질 발현량의 비교를 위하여 세포의 종류나 환경에 의하여 

발현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housekeeping gene인 β-actin을 positive control로써 사용하였다. 

또한 대조구로서 기존에 미백 화장품에 첨가물로써 사용하는 kojic acid 100 μg/mL를 사용하여 

그림 8 ~ 11에 나타내었다. α-MSH에 의해 증가한 MITF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10.9%, 96.6%, 53.9%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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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tyrosinase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71.1%, 61.7%, 56.1%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단백질 발현이 

더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TRP-1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09%, 

73.5%, 64.9%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50, 100 μg/ml의 농도에서 

단백질 발현이 더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TRP-2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77.1%, 73.2%, 67.3%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8. MITF protein expression rate of Glechoma grandis EtAc fraction on melanoma 

cell (B16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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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yrosinase protein expression rate of Glechoma grandis EtAc fraction on 

melanoma cell (B16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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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RP-1 protein expression rate of Glechoma grandis EtAc fraction on 

melanoma cell (B16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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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RP-2 protein expression rate of Glechoma grandis EtAc fraction on 

melanoma cell (B16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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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함량은 80.44±0.44 mg/g GAE(Gallic 

acid equivalent)로 나타났으며 열수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59.36 mg/g GAE로 나타났다.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능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0 μg/mL에서 56.86%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낸 후 농도에 의한 활성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긴병꽃풀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BTS+ 소거능이 증가하여 

5 μg/mL 농도에서 32.75%, 100 μg/mL 농도에서 99.5%, 1000 μg/mL 농도에서 99.59%의 

소거능을 보였으며, 50 μg/mL 이상 농도에서 100%에 가까운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 긴병꽃풀 추출물은 5 μg/mL 농도에서 11.52%, 100 μg/mL 농도에서 18.46%, 

1000 μg/mL 농도에서 24.78%의 활성을 보였으며 대조구인 vit.C의 30%가량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긴병꽃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긴병꽃풀 추출물은 100 μg/mL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 활성을 나타내지 않고 500 μg/ml 농도에서 19.74%, 1000 μg/mL 

농도에서 28.78%의 활성을 보였으며, tyrosinase의 저해제로 흔히 사용되는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40%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폭이 

미미하였으며 5 μg/mL 농도에서 2.57%, 100 μg/mL 농도에서 6.11%, 1000 μg/mL 농도에서 

7.27%의 활성을 보였다. 긴병꽃풀 70% 에탄올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100 μg/mL 

이하 농도에서 세포 증식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최고농도인 1000 μg/mL의 농도에서 88.2%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는 등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세포실험은 증식효과를 나타낸 

100 μg/mL 이하 농도에서 진행되었다. Western blot을 통한 미백 인자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α-MSH에 의해 증가한 MITF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10.9%, 96.6%, 53.9%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tyrosinase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71.1%, 61.7%, 56.1%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단백질 발현이 

더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TRP-1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09%, 73.5%, 64.9%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50, 100 μg/ml의 

농도에서 단백질 발현이 더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TRP-2의 단백질 발현은 control 대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77.1%, 73.2%, 67.3%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인 kojic acid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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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배양을 통한 유용식물 증식 연구
(자체연구, 2020)

곽명철

요   약

  본 연구는 산림에서 생육하는 식물 중 소득 작물로 잠재가치가 있는 식물을 조직배양 

기술을 응용하여 증식시키고자 하였으며 정금나무와 대팻집나무를 이용하여 기내배양을 실시

하였다. 

  정금나무 뿌리로부터 유도된 캘러스를 2,4-D 1.0mg/l와 BA 0.5mg/l를 첨가하여 6주간 

배양한 후 zeatin 1.0mg/l 첨가한 배지에 치상하여 신초를 유도하였다. 줄기 성장을 최대로 

하기 위해 LED광원을 이용하여 1일 16시간 처리하였고 4cm이상 크기로 성장한 개체는 NAA 

1.0~1.5mg/l를 처리하여 발근을 유도하였다. 정금나무의 발근율은 NAA 1.0mg/l에서 50.0%, 

1.5mg/l에서 46.6%로 조사되었다.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은 정금나무 식물체는 7cm이상 

성장하였을 때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쓰가 1:1:1로 혼합된 토양에서 순화하여 식물을 

생산하였다. 

  대팻집나무 부정아 유도를 위해 BA를 0.5mg/l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많이 유도되었고 

0.2mg/l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대팻집나무 뿌리 유도를 위해 IBA를 

0.2mg/l를 처라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발근율로(40%) 조사되었다.

Ⅰ. 서  론

  식물은 일부 조직(혹은 세포)을 가지고 다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전형성능(totipotent)를 

가진다는 특성이 발견된 이후 조직배양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식물조직배양에 있어서 묘 

생산은 일반적으로 모본식물의 분열조직의 소편을 무균조건하에 소식물체 또는 신초(shoot)로 

재생시킨다. 당근을 대상으로 시작한 조직배양 시험은 1960년대에 고급원예식물인 난에서 

시작되어 현재에는 카네이션, 백합  뿐만 아니라 소나무, 아까시, 유카리 등 식재용 수목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식물번식법으로 유성번식법 혹은 종래의 무성번식법으로 번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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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종의 효율적인 증식법으로 인정되어 귀한 산림식물을 번식시키는데 특히 조직배양을 

활용한다. 번식이 어렵지 않은 대상의 경우에도 대량·급속 증식이 필요한 경우에 조직배양은 

번식법으로 유용하다. 국내에서도 희귀한 산림식물에 대하여 배양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유전형질이 같으면서 무병주인 표를 얻을 수 있어 그 대상종이 다양화 되고 있다. 

  정금나무는 진달래과 식물로 열매가 여러 가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종자의 

발아능력이 좋지 못하고 일반적인 무성증식 방법으로 증식이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팻

집나무는 암수 딴그루이고 암나무의 경우 겨울에도 열매가 달려있어 조경적 가치가 높지만 

정금나무와 마찬가지로 발아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두 수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대량 

급속 번식을 하기 위해 조직배양 기술을 응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정금나무 : 기내배양중인 정금나무 식물체(충청남도 안면읍 자생 식물체 채집)

   대팻집나무 : 기내배양중인 대팻집나무 식물체(경상남도 금원산 자생 식물체 채집)

2. 연구방법

  가. 정금나무

    1) 캘러스 증식

  정금나무 뿌리에서 유도한 캘러스를 WPM배지에 sucrose 3%와 gelrite 0.3%를 처리하고 

2,4-D와 BA를 2:1 비율로 처리하여 캘러스를 증식시켰다. 진달래과 식물의 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좋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배지의 산도는 pH 5.3으로 조절하였다. 캘러스는 4주마다 

동일배지를 제작하여 계대배양 하였으며, 암실에서 캘러스를 증식시켰다. 

    2) 신초유도

  증식된 캘러스 중 잘부서지는 연노랑색 캘러스를 선별하여 WPM배지에 sucrose 2%, 

gelrite 0.3%를 처리하고 zeatin을 0~2.0mg/l로 처라하여 신초유도를 실시하였다. 신초가 

유도되면 LED 적색광을 16시간/일 처리하여 성장을 극대화 시켰으며, 배양실 온도는 24±1℃로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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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뿌리유도

  유도된 신초는 1개체씩 잘라 뿌리유도를 실시하였으며 1/2WPM 배지에 gelrite0.3%에 

NAA를 0.2~1.5mg/l로 처리하고 2주간 호르몬 자극을 실시한 후 호르몬을 제외한 동일배지로 

계대배양하여 뿌리유도를 실시하였다. 

   4) 토양순화

  뿌리가 유도된 식물체를 버미큘라이트(vermiculrite), 펄라이트(pelrite) 및 피트모쓰

(peatmoss)가 1:1:1로 혼합된 토양에 이식하여 정금나무를 생산하였다. 

 나. 대팻집나무

    1) 줄기유도

  대팻집나무의 부정아 유도를 통한 증식을 위해 WPM배지에 sucrose 3%와 agar 0.8%를 

처리하고 BA 0, 0.2, 0.5, 1.0, 3.0 mg/L을 각각 처리하여 대팻집나무의 줄기를 2cm길이로 

잘라 배양병당 3개체씩 치상하여 3반복 실시하였다. 계대배양 없이 6주간 배양하였고 유도 

줄기수와 길이를 측정하였다. 

    2) 뿌리유도

  1/2WPM배지에 sucrose 3%, agar 0.8%를 처리하고 IBA 0, 0.2, 0.5mg/L 처리하여 

배양병당 4 개체씩 치상하여 3반복 실시하였다. 계대배양 없이 4주간 배양하였고 4주 후 

뿌리유도율을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정금나무

  유도된 캘러스는 WPM배지에 2,4-D와 BA를 각각1.0mg/l와 0.5mg/L 첨가하여 계대배양 

6주간 증식시켰다. 증식된 캘러스를 멸균수로 용해시켜 zeatin 1.0mg/l 첨가한 배지에 

치상하여 신초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신초는 백색 및 적색 LED 광원에서 4cm길이로 생장 

시킨 후 뿌리를 유도하였다. NAA 0~1.5mg/l의 농도로 뿌리유도를 실시하였고 1/2WPM 

control배지로 계대배양 하여 2주 후 자극 부의에 수피가 갈라지고 소량의 캘러스가 

발생하였으며 3주부터 소량의 뿌리가 발생하였지만 NAA농도가 1.0~1.5mg/l사이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6주 후 조사결과 NAA 1.0mg/l에서 발근율 50.0%, 1.5mg/l에서 4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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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을 처리한 부분에서 소량의 캘러스 발생되고 캘러스 하단부에서 정상적인 뿌리가 

발생하였다.  0.5mg/l를 처리한 배지는 이보다 높은 36.6%의 발근율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1.0mg/l이상 처리하여 뿌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뿌리가 유도된 

정금나무 식물은 WPM control배지로 6주 간격으로 계대배양하여 60~80일간 성장시켰다. 

식물체 크기가 7cm이상 성장하였을 때 버미큘라이트(vermiculrite), 펄라이트(pelrite) 및 

피트모쓰 (peatmoss)가 1:1:1로 혼합된 토양에 순화하여 식물체를 생산하였다.   

                           그림 1. 정금나무 줄기유도 

                         그림 2. NAA농도별 정금나무 뿌리유도

표 1. NAA처리 농도 및 기간별 정금나무 발근율

      PGR

 period

NAA

0.2mg/l 0.5mg/l 1.0mg/l 1.5mg/l

2weeks 6.6% 13.3% 23.3% 6.6%

4weeks 6.6% 23.3% 26.6% 20.0%

8weeks 13.3% 36.6% 50.0%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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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정금나무 토양순화

2. 대팻집나무

  대팻집나무의 부정아 유도를 위해 BA을 처리하고 6주 경과된 결과 0.5mg/l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많은 줄기가 유도되었다. 줄기 길이는 BA 0.2mg/L를 처리한 개체가 10mm로 가장 

크게 자랐다. 호르몬을 첨가하지 않은 개체는 정아에서만 줄기가 발생하였다. 

  

       그림 3. BA농도별 대팻집나무 줄기유도(좌:BA0, 우:BA0.5mg/l)

  유도된 줄기는 각각 절단하여 발근유도를 실시하였는데 호르몬을 처리하지 않은 개체에서 

뿌리가 발생되지 않았고 IBA를 처리한 배지에서만 뿌리가 발생하였다. IBA 0.2mg/L를 

처리한 배지에서 가장 많은 뿌리가 유도되었는데 유도율은 40%로 조사되었다. 또한 IBA를 

0.5mg/L를 처리하였을 때 IBA0.2mg/L 처리 시보다 뿌리 유도율이 30%감소하고 평균 

뿌리수도 5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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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IBA처리 시 대팻집나무 뿌리유도

Ⅳ. 결  론

1. 정금나무 뿌리로부터 유도된 캘러스를 2,4-D 1.0mg/l와 BA 0.5mg/l를 첨가하여 6주간 

배양한 후 zeatin 1.0mg/l 첨가한 배지에 치상하여 신초를 유도하였다. 

2. 줄기 성장을 최대로 하기 위해 LED광원을 이용하여 1일 16시간 처리하였고 4cm이상 

크기로 성장한 개체는 NAA 1.0~1.5mg/l를 처리하여 발근을 유도하였다. 

3. 정금나무의 발근율은 NAA 1.0mg/l에서 50.0%, 1.5mg/l에서 46.6%로 조사되었다.  

4.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은 정금나무 식물체는 7cm이상 성장하였을 때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쓰가 1:1:1로 혼합된 토양에서 순화하여 식물을 생산하였다. 

5. 대팻집나무 부정아 유도를 위해 BA를 0.5mg/l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많이 유도되었고 

0.2mg/l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하였다. 

6. 대팻집나무 뿌리 유도를 위해 IBA를 0.2mg/l를 처라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발근율로

(40%)의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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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배양을 통한 희귀 및 특산식물 대량 증식법 개발

(자체연구, 2020)

곽명철

요   약

  본 연구는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식물의 보존 및 증식을 위하여 배암나무를 무균 상태에서 

기내 증식을 실시하였다.  

  배암나무의 엽병 절편을 이용하여 2,4-D 0.5mg/l 이상의 옥신이 처리되면 80% 이상의 

절편에 캘러스가 유도된다. 유도된 캘러스는 2,4-D와 BA가 각각 1.0mg/l와 0.5mg/l 처리된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캘러스를 증식시켰다. 재분화를 위해 호르몬을 제거한 WPM control배지로 

계대배양을 실시하였고 건조스트레스 제거를 위해 고체배지 위에 동일 배지의 액체배지를 

제작하여 표면에 2mm 두께로 살포하였다. 재분화된 개체는 뿌리, 줄기, 잎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였고 뿌리 길이가 5cm 이상 성장한 개체는 원예상토에 순화를 실시하여 83.3%의 

순화율을 나타냈다. 온실 및 양묘장에서 자란 배암나무 2년생 묘목은 물향기수목원 기후변화 

취약식물 인공보존원에 식재하였다.

Ⅰ. 서  론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의한 아름다운 구상나무림이 쇠퇴하고 

예기치 않은 병충해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들이 멸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멸종위기의 산림자원을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하여 복제․증식하는 것은 기존의 육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림유전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배암나무는 한국이 원산지인 식물로 2006년 환경부에 의해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3급으로 

지정되었다. 중국 동북부(백두산 일대), 일본 홋카이도, 북한 고산지대에서 매우 드물게 자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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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설악산(대청봉 일대)에서만 약 300개체(추정) 이하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체수가 워낙 적은 종이어서 현재까지 번식방법 및 식물 활용 등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림 내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의 종자를 수집하여 기내배양기술로 보존, 증식하여 

자생지 복구 및 현지외 보존을 위한 식물생산을 목표로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배암나무

 

2. 연구방법

  가. 캘러스 유도

    1) 시료채집 : 설악산 12,000m고지에서 자생하는 배암나무 줄기 및 잎 채집

    2) 소독 및 조제 : 채집된 잎과 줄기는 에탄올 70% 30초, NaClO 2% 1분 30초 침지 후 

멸균수 5회 이상 세척, 클린벤치 내의 UV램프에서 20분 이상 건조

    3) 배지조성 : MS + sucrose 3% + gelrite 0.4% + pH 5.7

                2,4-D 0, 0.5, 1.0, 3.0mg/l

                2,4-D 1.0mg/l + BA 0.3, 0.5, 1.0, 2.0mg/l

    4) 치상 후 8주후 캘러스 유도 후 증식 배지로 계대배양 

 

  나. 체세포배 유도

    1) 배지조성 : MS + sucrose 4% + gelrite 0.5% + L-glutamine 1.0mg/l + pH 5.7

    2) 치상 : 배양병(CB400) 및 prtridish 체세포배 치상

  다. 순화

    1) 원예상토 30개체 순화 실시

    2) 순화 1개월 후 순화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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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배암나무

  배암나무의 엽병 절편을 이용하여 2,4-D 0.5mg/l 이상의 옥신이 처리되면 80% 이상의 

절편에 캘러스가 유도된다. 유도된 캘러스는 2,4-D와 BA가 각각 1.0mg/l와 0.5mg/l 처리된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캘러스를 증식시켰다. 과거 embryo캘러스가 혼합배지에서 많이 유도되었는데 

가장 높은 유도율을(33.3%) 보인 농도는 2,4-D 1.0mg/l + BA 0.5mg/l로  embryo캘러스를 

유도하였다.

그림 1. 배암나무 엽병을 이용한 캘러스 유도율

  캘러스를 체세포배로 유도하기 위해 sucrose 4%와 gelrite 0.5%의 농도로 조정하여 

삼투압을 조정하였다. 건조스트레스를 받은 캘러스는 4주 후부터 갈변되면서 체세포배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6주 후 가장 많은 체세포배가 발생하였다. 재분화를 위해 호르몬을 제거한 

WPM control배지로 계대배양을 실시하였고 정상적인 개체로 발달하지만 재분화 과정에서 

건조스트레스가 유지되어 갈변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분화 과정에서 고체배지 

위에 동일 배지의 액체배지를 제작하여 표면에 2mm 두께로 살포하여 갈변현상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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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암나무 체세포배

  

그림 3. 배암나무 체세포배 유도 및 기내 발아식물

  이후 재분화된 개체는 뿌리, 줄기, 잎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였고 뿌리 길이가 5cm 이상 

성장한 개체를 선정하여 원예상토에 순화를 실시하였다. 4주 순화를 실시한 결과 순화율은 

83.3%로 조사되었고 야외 온실에서 경화 8주 후부터 본엽이 형성되어 정상적으로 생장하였다. 

온실 및 양묘장에서 자란 배암나무 2년생 묘목은 물향기수목원 기후변화 취약식물 인공보존원에 

식재하여 생육 모니터링 중이다.

  

그림 4. 순화중인 배암나무 조직배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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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배암나무의 엽병 절편을 이용하여 2,4-D 0.5mg/l 이상의 옥신이 처리되면 80% 이상의 

절편에 캘러스가 유도된다. 

2. 유도된 캘러스는 2,4-D와 BA가 각각 1.0mg/l와 0.5mg/l 처리된 배지로 계대배양하여 

캘러스를 증식시켰다

3. 재분화를 위해 호르몬을 제거한 WPM control배지로 계대배양을 실시하였고 건조스트레스 

제거를 위해 고체배지 위에 동일 배지의 액체배지를 제작하여 표면에 2mm 두께로 살포

하였다.

4. 재분화된 개체는 뿌리, 줄기, 잎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였고 뿌리 길이가 5cm 이상 성장한 

개체는 원예상토에 순화를 실시하여 83.3%의 순화율을 나타냈다. 

5. 온실 및 양묘장에서 자란 배암나무 2년생 묘목은 물향기수목원 기후변화 취약식물 

인공보존원에 식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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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 연구
(자체연구, 2018 ~ 2022)

이근섭, 최충호, 김양희, 이미나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식물유전자원의 경기도내 분포 주요 산지 및 설악산 등 중요 식물

유전자원 분포지를 대상으로 자원의 수집, 현지외 보존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탐색한 지역은 화악산 등 26개소이며, 

미치광이풀 등 총 362종, 699점의 종자를 확보하였다. 이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연영초 

등 82종이며, 특산식물은 홀아비바람꽃 등 42종이었다. 수목원 및 현지외 보존을 위한 효율적 

실생번식을 위하여 파종시기 및 파종장소별로 구분하여 실험 하였으며, 그 결과 등수국은 

온실과 노지 모두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큰까치수염은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였으며, 하늘매발톱은 온실에서 

3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터리풀은 노지에서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뻐꾹나리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갯쑥부쟁이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갯기름나물은 온실과 노지에서 

3월 초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울릉장구채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중대가리나무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파종한 처리구에서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섬시호는 온실에서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정향풀은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물레나물은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인가목조팝나무는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참조팝나무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털진달래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대청부채는 온실에서 4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분홍장구채는 온실에서 3월 초순 파종이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개병풍은 온실과 노지에서 모두 3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온실 및 야외 조건 외 예냉처리에 따른 발아반응을 알아보고자 황근 종자에 대해 예냉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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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60일, 120일로 구분하여 전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는 0일 22.0%, 30일 7.3%, 60일 

5.3%, 120일 24.7%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내조건에서 몇가지 전처리를 실시한 후 

발아시험을 진행하였는데, 큰두루미꽃은 GA3 250ppm에 처리한 후 5℃에 1년(365일) 경과 

후 25℃ 변온조건을 주었는데, 그 결과 유근이 출현하였으며, 46.7%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민백미꽃 종자를 기내에서 발아 시험한 결과 23.3%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정선황기는 

42.8%의 발아율과 평균발아일수는 36.2일로 나타나 오랜 시간 동안 발아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데미풀은 본 실험에서 발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Ⅰ. 서  론

  지구상의 생물종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생존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500여 

종류의 자생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본소재이자 자국 식량 안보의 핵심인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에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적으로도 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지위인정과 생명자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로서 CBD(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등의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산림은 최근 들어 산업화 및 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와 파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산림 파괴가 계속된다면 현재 동정된 식물종의 15%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어 막대한 양의 식물유전자원이 소실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물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연구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설립하여 농작물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하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또한 산림유전자원에 대해 수집, 보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유전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도(道)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자원이 주를 이룬다. 한반도 중부지역을 중점적으로 식물유전자원에 대해 

수집,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과 

국내 주요 산지에 분포하는 산림 식물유전자원의 분포를 탐색을 통해 주요 식물유전자원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그들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식물유전자원의 유․무성 

증식을 통해 현지외 보존을 실시하고 자원이용체계 개발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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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공시재료

  경기도내 분포 주요 산지 및 설악산 등 중요 식물유전자원 분포지 및 수집 종자

2. 연구추진 과정

 가. 주요 식물유전자원 탐색 및 확보

   (1) 식물유전자원 탐색

     - 등산로 및 계곡부 중심, 개화 및 개엽시기 종 탐색 실시

   (2) 식물유전자원 확보

     - 결실기 종자 채취 및 정선

 나. 주요 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1) 종자를 이용한 실생번식

     - 파종시기, 온실, 노지 구분

     - 현지외 증식을 위한 종자 발아반응 조사 

     - 발아유묘 포트 및 노지 이식

   (2) 기내발아 조건 확립

     - 기내조건에서 종자 전처리에 따른 종자 발아반응 조사

Ⅲ. 결과 및 고찰

1. 주요 식물유전자원 탐색 및 확보

 가. 탐색지역

  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탐색한 지역은 화악산, 설악산 등 26개소이다.

 나. 종자확보

  탐색된 지역에서 미치광이풀 등 총 362종, 699점의 종자를 확보하였으며, 주요 지역별 

종자확보 내역은 Table 1과 같다. 이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연영초, 세잎종덩굴, 

도깨비부채 등 82종이며, 특산식물은 홀아비바람꽃, 금강초롱, 자주솜대 등 42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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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seeds collected in various sites

No. Collection site Collection species Remark

1 Gangssi-bong Mt. 2 species including Corydalis maculata 1 rare plants

2 Ganhwa-gun 13 species including Wikstroemia trichotoma 1 rare plants

3 Gaemyungsan Mt. 24 species including  Cynanchum ascyrifolium

4 Godaesan Mt. 1 species including Eranthis stellata 1 rare plants 

5 Gwangdeoksan Mt. 10 species including Scopolia japonica 3 rare plants and 1 endemic plants

6 Namhansan Mt. 15 species including Corydalis pauciovulata 

7 Mindungsan Mt. 110 species including Clematis brachyura 5 rare plants and 4 endemic plants

8 Baegunsan Mt. 2 species including Rhododendron micranthum 2 rare plants and 1 endemic plants

9 Bukhansan Mt. 8 species including Thalictrum uchiyamae 

10 Sapaesan Mt. 18 species including Lilium amabile

11 Seoraksan Mt. 40 species including Saussurea macrolepis 5 rare plants and 4 endemic plants

12 Surisan Mt. 2 species including Eranthis byunsanensis 2 rare plants

13 Seungmasan Mt. 26 species including Clematis brachyura 1 rare plants and 1 endemic plants

14 Yeoju-si 31 species including Allium senescens 7 rare plants and 4 endemic plants

15 Yebongsan Mt. 35 species including Lilium tsingtauense 2 rare plants

16 Yongmunsan Mt. 6 species including Thalictrum filamentosum  var. tenerum

17 Jeonggwangsan Mt. 23 species including Viburnum dilatatum

18 Jejudo island 38 species including Aster hayatae 4 rare plants and 3 endemic plants

19 Jirisan Mt. 20 species including Adenophora grandiflora 2 rare plants

20 Cheonmasan Mt. 4 species including Vicia venosa var. cuspidata 3 rare plants and 2 endemic plants

21 Cheongtae Mt. 6 species including Anemone koraiensis 2 endemic plants

22 Chilbosan Mt. 7 species including Metanarthecium luteoviride

23 Kalbongsan Mt. 49 species including Lactuca triangulata 1 rare plants and 1 endemic plants

24 Taehaengsan Mt. 12 species including Carduus crispus

25 Hambaek Mt. 29 species including Lilium distichum 2 rare plants and 1 endemic plants

26 Hwaaksan Mt. 80 species including Clematis koreana 10 rare plants and 6 endemic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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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식물유전자원 현지외 보존

 가. 종자를 이용한 실생번식

  실생번식은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등수국(Hydrangea petiolaris), 큰까치수염(Lysimachia clethroides), 하늘매발톱(Aquilegia 

flabellata), 터리풀(Filipendula glaberrima), 뻐꾹나리(Tricyrtis macropoda), 갯쑥부쟁이(Aster 

hispidus Thunberg), 갯기름나물(Peucedanum japoincum Thunberg), 울릉장구채(Silene 

takesimensis UYEKI et SAKATA.), 중대가리나무(Adina rubella Hance), 섬시호(Bupleurum 

latissimum), 정향풀(Amsonia elliptica), 물레나물(Hypericum ascyron), 인가목조팝나무(Spiraea 

chamaedryfolia), 참조팝나무(Spiraea fritschiana), 털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 대청부채(Iris dichotoma), 분홍장구채(Silene capitata Kom.), 

개병풍(Astilboides tabularis) 18종에 대하여 현지외 증식을 위한 종자 발아반응 확인을 

위하여 파종시기별로 온실과 노지로 구분하여 발아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등수국(Hydrangea petiolaris)은 온실과 노지 모두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 온실과 노지 중 상대적으로 노지 시험구에서 높은 발아율을 

보였으며, 3월 초순까지 파종한 처리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Fig. 1.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H. petiolaris



- 39 -

  큰까치수염(Lysimachia clethroides)은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2). 상대적으로 노지 보다 낮은 발아율 이지만 온실에서도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발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두 조건 모두에서 발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Fig. 2.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L. clethroides

  하늘매발톱(Aquilegia flabellata)은 온실에서 3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3). 노지에서는 4월 초순이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실과 노지에서 각각 다른 발아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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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flabellata

  터리풀(Filipendula glaberrima)은 노지에서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4). 온실에서는 3월 중순, 4월 중순에 상대적으로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노지에서도 4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발아율은 낮게 나타났다.  

    

     

Fig. 4.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F. glaberr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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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꾹나리(Tricyrtis macropoda)은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5). 온실에서의 발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월 초순까지 

파종한 처리구가 원만한 발아율을 보였으며, 4월 중순 이후 파종 처리구에서는 발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Fig. 5.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 macropoda

  갯쑥부쟁이(Aster hispidus Thunberg)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Fig. 6). 노지에서는 4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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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hispidus 

  갯기름나물(Peucedanum japoincum Thunberg)는 온실과 노지에서 3월 초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7). 온실에서 발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온실과 노지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의 발아율을 보였다.

   

    

Fig. 7.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P. japoin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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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장구채(Silene takesimensis UYEKI et SAKATA.)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8). 온실과 노지 실험군 모두에서 3월 이후 

파종한 처리구는 발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5월 초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다시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 8.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S. takesimensis

  중대가리나무(Adina rubella Hance)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파종한 처리구에서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9). 특히 노지에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3월 중순 부터는 발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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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rubella

  섬시호(Bupleurum latissimum)는 온실에서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0). 온실에서 상대적으로 노지에 비해 파종 시기마다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두 처리구 모두 발아율은 낮게 나타났다. 노지에서는 3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Fig. 10.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B. latiss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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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향풀(Amsonia elliptica)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1). 이후 비슷한 수준에 발아율을 보이다가 4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부터 

발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노지에서는 3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Fig. 11.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elliptica

  물레나물(Hypericum ascyron)는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2). 4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온실에서는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시작으로 

시기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월 중순에 비교적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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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H. ascyron

  인가목조팝나무(Spiraea chamaedryfolia)는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3). 온실에서도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으며, 온실에서는 3월 초순과 3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의 발아율이 같았으며, 

이후 온실과 노지에서 모든 처리구에서의 발아율은 낮게 나타났다.

    

    

Fig. 13.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S. chamaedry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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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팝나무(Spiraea fritschiana)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4). 4월 초순까지 파종한 처리구가 비슷한 수준의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4월 중순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노지에서는 2월 초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일정 수준의 발아율을 나타내다가 4월 초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Fig. 14.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S. fritschiana

  털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5).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발아율이 

나타났으며, 노지에서는 3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였다. 온실과 노지 

모든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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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R. mucronulatum

  대청부채(Iris dichotoma)는 온실에서 4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6).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는 비슷한 수준으로 발아율을 나타내다가 4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후에 점차 낮게 나타났다. 

노지에서는 5월 초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Fig. 16.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I. dicho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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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장구채(Silene capitata Kom.)는 온실에서 3월 초순 파종이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7). 나머지 파종시기별 비슷한 발아율을 보였으며, 노지에서는 3월 중순과 

4월 초순 파종에서 발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도 

발아율이 높았다. 

    

    

Fig. 17.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S. capitata

  개병풍(Astilboides tabularis)은 온실과 노지에서 모두 3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Fig. 18). 2월 초순과, 3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는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처리구에서도 발아율이 많이 저조 하였다. 

   



- 50 -

   

Fig. 18. Germination response to Effect of Seeding Dat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tabularis

 나. 예냉처리에 따른 종자 발아반응

  온실 등 야외 파종 조건 이외 예냉처리에 따른 발아반응을 알아보고자 황근(Hibiscus 

hamabo) 종자에 대해 예냉 0일, 30일, 60일, 120일로 구분하여 전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는 

0일 22.0%, 30일 7.3%, 60일 5.3%, 120일 24.7%의 수치를 나타났으며 Table 2와 같다. 

이로 인해 황근(Hibiscus hamabo) 종자는 예냉 120일 처리 또는 무처리가 발아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Germination response to prechilling in H. hamabo

Pretreatment PG(%) MGT(day) GR GPI

Control 22.0 57.3 0.26 0.40

Prechilling-1 months 7.3 32.8 0.15 0.22

Prechilling-2 months 5.3 32.6 0.08 0.16

Prechilling-4 months 24.7 38.2 0.43 0.66

PG : percent germination, MGT : mean germination time, GR : germination rate, GPI : 

germination performance index

 다. 기내조건에서 종자 전처리에 따른 종자 발아반응

  온실 등 야외 파종 조건에서 발아하지 않는 큰두루미꽃(Majanthemum dilatatum),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 정선황기(Astragalus koraiensis),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 등에 대해 기내조건에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실시한 후 발아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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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두루미꽃(Majanthemum dilatatum)은 GA3 250ppm에 처리한 후 5℃에 1년(365일) 경과 

후 25℃ 변온조건을 주었다. 그 결과 유근이 출현하였으며, 46.7%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Table 3과 같다. 큰두루미꽃은 야외 조건에서 발아율이 매우 저조하고 활착이 매우 

불량함을 감안했을 때 기내 발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내 발아는 향후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Germination response to GA3 treatment and temperature Conditions in H. 
hamabo

Pretreatment PG(%) MGT(day) GR GPI

GA3 250ppm, 5℃→25℃ 46.7 437.5 0.01 0.11

  수목원 내 야생화 증식을 위해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 종자를 기내에서 발아 

시험한 결과 23.3%의 수치를 나타내어 발아율이 저조 하였으나 평균발아일수가 8.2일로 

기내에서는 상당히 빠른 발아속도를 보였으며, 정선황기(Astragalus koraiensis)는 42.8%의 

발아율 나타내었으며 평균발아일수는 36.2일로 나타나 오랜 시간 동안 발아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은 본 실험에서 발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선황기(Astragalus koraiensis)는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내에서 높은 발아력이 보여 

기내에서의 대량 증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In vitro to germination response of C. ascyrifolium & A. koraiensis & M. 
saniculifolia

Division PG(%) MGT(day) GR GPI

Cynanchum ascyrifolium 23.3 8.2 0.38 3.08

Astragalus koraiensis 42.8 36.2 0.44 1.37

Megaleranthis saniculifoli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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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식물유전자원의 경기도내 분포 주요 산지 및 설악산 등 중요 

식물유전자원 분포지를 대상으로 자원의 수집, 현지외 보존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탐색한 지역은 화악산, 설악산 등 26개소이며,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등 총 362종, 699점의 종자를 확보하였다. 이중 산림청 지정 희귀식

물은 연영초(Trillium kamtschaticum) 등 82종이며, 특산식물은 홀아비바람꽃(Anemone 

koraiensis) 등 42종이었다. 

2. 수목원 및 현지외 보존을 위해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존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종자

휴면을 타파하고 발아율의 향상을 위하여 파종시기 및 파종장소별로 구분하여 종자 처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등수국(Hydrangea petiolaris)은 온실과 노지 모두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큰까치수염(Lysimachia clethroides)은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였으며, 하늘매발톱(Aquilegia 

flabellata)은 온실에서 3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터리풀(Filipendula glaberrima)은 노지에서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고, 뻐꾹나리(Tricyrtis macropoda)은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갯쑥부쟁이(Aster hispidus Thunberg)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에 파종한 처리구에서 발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incum Thunberg)는 온실과 노지에서 3월 초순 파종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울릉장구채(Silene takesimensis UYEKI et SAKATA.)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중대가리나무(Adina rubella 

Hance)는 온실과 노지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파종한 처리구에서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섬시호(Bupleurum latissimum)는 온실에서 2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정향풀(Amsonia elliptica)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고, 물레나물(Hypericum ascyron)는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인가목조팝나무(Spiraea 

chamaedryfolia)는 노지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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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팝나무(Spiraea fritschiana)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털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Nakai)는 온실에서 

2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며, 대청부채(Iris dichotoma)는 

온실에서 4월 중순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분홍장구채(Silene 

capitata Kom.)는 온실에서 3월 초순 파종이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고, 개병풍

(Astilboides tabularis)은 온실과 노지에서 모두 3월 중순에 파종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3. 온실 등 야외 조건에서 이외 예냉처리에 따른 발아반응을 알아보고자 황근(Hibiscus 

hamabo) 종자에 대해 예냉 0일, 30일, 60일, 120일로 구분하여 전처리 하였으며, 그 결

과는 0일 22.0%, 30일 7.3%, 60일 5.3%, 120일 24.7%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4. 기내조건에서 몇가지 전처리를 실시한 후 발아시험을 진행하였는데, 큰두루미꽃

(Majanthemum dilatatum)은 GA3 250ppm에 처리한 후 5℃에 1년(365일) 경과 후 

25℃ 변온조건을 주었는데, 그 결과 유근이 출현하였으며, 46.7%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5.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 종자를 기내에서 발아 시험한 결과 23.3%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정선황기(Astragalus koraiensis)는 42.8%의 발아율과 평균발아일수는 36.2일로 

나타나 오랜 시간 동안 발아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은 본 실험에서 발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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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

(자체연구, 2017~2021)

최충호, 신창환, 김성신, 안동익

요   약

  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위한 경기도내 주요산지인 칼봉산 등 50개소를 

선정하여 관속식물상 조사를 계획하였다. 4차년도 지역별 조사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 

화성시 태행산, 여주시 대람산, 용인시 정광산, 의정부시 사패산, 남양주시 예봉산, 김포시 

승마산, 고양시 개명산, 포천시 민둥산, 가평군 칼봉산의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 

대한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10개소 전체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총 206과 471속 709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특산식물은 키버들, 할미밀망, 점현호색 등 18종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21종이었다. 그 중 멸종위기종(CR)은 칠보치마(식재), 왕벚나무(식재), 목련

(식재) 3종, 위기종(EN)은 만주바람꽃 1종, 취약종(VU)은 주목, 백작약, 금붓꽃 3종, 약관심종

(LC)은 너도바람꽃, 미치광이풀, 태백제비꽃, 홀아비바람꽃, 나도개감채, 쥐방울덩굴, 도깨비부채, 

금강죽대아재비 등 11종, 자료부족종(DD)은 도라지모시대, 토현삼 2종이었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은 칠보치마 1종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로 구분하였을 때 Ⅰ등급은 사철나무, 

야광나무, 매화말발도리, 백당나무, 느릅나무, 헛개나루, 물참대 등 46종, Ⅱ등급은 잣나무, 

황벽나무, 미역줄나무, 함박꽃나무, 찰피나무, 피나무, 금괭이눈, 처녀치마 등 37종류, Ⅲ등급은 

쉬땅나무, 물박달나무, 고광나무, 개살구나무, 너도바람꽃, 는쟁이냉이, 앉은부채 등 36종, 

Ⅳ등급은 회리바람꽃, 들바람꽃, 산복사나무, 홀아비바람꽃, 사창분취, 참꽃받이, 대반하, 

도깨비부채 등 13종, Ⅴ등급은 목련, 칠보치마 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림자원의 

이용성 측면에서 구분하였을 때 식용가능 식물은 진달래, 개암나무, 생강나무, 귀룽나무, 

팥배나무, 붉나무, 뚝갈, 가는기린초, 좀담배풀, 산층층이 등 269종, 약용식물은 개옻나무, 

노간주나무, 으름덩굴, 인동덩굴, 개나리, 황벽나무, 개감수, 고사리삼, 미치광이풀, 할미꽃, 

수영 등 216종, 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은 명아자여뀌, 산벚나무, 들메나무, 대사초, 

터리풀, 각시붓꽃, 금붓꽃, 동의나물, 붉은병꽃나무, 고마리, 털대사초, 미국가막사리 등 

224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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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기도는 식물지리학적 한반도 식물구계 구분에 따라 한국구의 8개 아구 중 중부아구와 남부아구 

2개의 아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높은 산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한 자생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중간적 성격의 식물상을 나타내지만 동부는 산악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종 및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기도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남방계 식물의 북상하고 북방계 식물이 남하하여 혼생을 이루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지역은 생물종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로 녹지(산림)가 현저히 감소하고 각종 산지전용으로 

인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주요 산림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및 건조, 한파,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요인들로 인해 산림내 생물종다양성과 

고유 자생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요 식물의 현지외 보존을 통한 산업화 

및 자원화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주요 산지에 대한 출현 관속식물의 종류와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여 

경기도 식물상을 확인하고, 특산식물, 희귀식물 및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조사된 모든 

식물의 목록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 지역별 산림관리 이용체계 개발 및 주요 식물의 산업화, 

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역

  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위한 경기도 내 주요 산지인 칼봉산 등 50개소를 

선정하여 총 5년 기간 동안 매년 10개소씩 관속식물상 조사를 계획하였다. 2020년 4차년도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소에 대하여 월 1회씩 총 80여회에 걸쳐 봄 개화기와 

가을 결실기를 포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경로는 각 지역별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으로 5~20m 내외 지역과 계곡을 따라 이동하며 조사하였고, 식물명에 사용된 학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준하였다. 종 동정이 어려운 식물은 표본을 채취하여 이(1985), 박(1995), 

김 등(2000), 이(2003) 등의 식물도감을 참고하여 동정 및 분류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문헌을 통해 

사전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된 식물을 대상으로 한국특산식물은 국립수목원(2005),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환경부(2006)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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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칠보산

  가. 개요

  칠보산은 경기도 수원시의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 239m에 이르며, 안산시, 화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정상을 비롯하여 군부대가 있는 234m봉, 잠종장 뒤의 185m봉, 개심사 

뒤의 165m봉, 오룡골 뒤의 187m봉 등 5개 봉우리가 있고, 개심사, 용화사, 무학사, 여래사, 

칠보사, 일광사 등 6개의 사찰이 있다.

  수원시 기후는 연평균 최고기온 17.2℃, 평균 최고기온 29.8℃(8월), 일평균기온 12℃ 내외, 

연평균 최저기온 7.5℃ 내외, 평균 최저기온 –7.4℃(1월), 연평균강수량은 1,312㎜ 정도이며 

평균 월간 일조시간은 2,162.8시간이다.

 

  나. 조사결과

  칠보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4과 162속 218종이었으며(부록1), 그 중 특산식물은 

섬기린초(Sedum takesimense Nakai, 식재),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식재), 개나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식재),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서울제비꽃(Viola 

seoulensis Nakai) 6종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목련(Magnolia kobus DC.),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칠보치마(Metanarthecium luteoviride Maxim.) 3종이었다. 

이중 칠보치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Ⅱ급으로도 지정된 식물종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Thunb.), 자주괴불주머니(Corydalis 

incisa (Thunb.) Pers.), 노랑물봉선(Impatiens noli-tangere L.), 수리딸기(Rubus 

corchorifolius L.f.) 4종, Ⅱ등급은  주목, 처녀치마(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M.N.Tamura),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등 5종, Ⅲ등급은 쉬땅나무(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Rehder), 물박달나무(Betula 

davurica Pall.) 등 5종류, Ⅳ등급은 섬기린초, 산복사나무(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2종, Ⅴ등급은 목련, 칠보치마 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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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칠보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섬기린초 Sedum takesimense Nakai ✓ ✓ 식재

2 은사시나무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 식재

3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식재

4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식재

5 쉬땅나무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 식재

6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7 목련 Magnolia kobus DC. ✓ ✓
8 산벚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 식재

9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Zucc. ✓ ✓
10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1 처녀치마 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M.N.Tamura ✓
12 자주괴불주머니 Corydalis incisa (Thunb.) Pers. ✓
13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식재

14 전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
15 붉은병꽃나무 Weigela florida (Bunge) A.DC. ✓
16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
17 수리딸기 Rubus corchorifolius L.f. ✓
18 산복사나무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
19 칠보치마 Metanarthecium luteoviride Maxim. ✓ ✓ ✓ 식재

20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 식재

21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
22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23 낭아초 Indigofera pseudotinctoria Matsum.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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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행산

  가. 개요

  태행산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과 비봉면에 걸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295m이다. 건달산, 

태봉산, 지내산, 삼봉산 등과 함께 화성시를 대표하는 산들 중 하나이다. 남쪽 기슭의 해발 

100~110m 부근에 고려시대 구축된 성벽이 존재한다. 

  화성시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 10.9℃, 평균 최저기온(1월) –5.1℃, 평균 최고기온(8월) 25.6℃로 

한서(寒曙)의 차가 30°C를 넘는다. 

  나. 조사결과

  태행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6과 186속 261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오동나무, 서울제비꽃, 병꽃나무, 외대으아리(Clematis brachyura Maxim.) 4종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왕벚나무(Prunu syedoensis Matsum.), 쥐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 

Bunge) 2종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오갈피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백선(Dictamnus dasycarpus Turcz.), 삿갓사초(Carex dispalata Boott),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등 8종, Ⅱ등급은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큰꼭두서니(Rubia chinensis Regel &Maack),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Takeda) 3종, Ⅲ등급은 좁쌀풀(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외대으아리 2종, Ⅳ등급은 왕벚나무, 산복사나무 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3. 대람산

  가. 개요

  대람산은 경기도 여주시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418m의 산으로 주봉산-대람산-감투봉

-양자산 등으로 이용되는 산악코스가 주 이동 동선이다. 여주시의 황학산, 마감산, 우두산 등과 

함께 이용객이 많은 산들 중 하나이다.

  여주시는 중부 내륙성 기후를 보이는 곳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상당히 큰 편이며, 연평균 

기온은 11.4℃이다. 평균 최저기온(1월)은 –3.4℃이며, 평균 최고기온(8월)은 24.2℃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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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태행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2 잣나무 Pinuskoraiensis Siebold &Zucc. ✓ 식재

3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Maxim.) S.Y.Hu ✓
4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
5 왕벚나무 Prunu syedoensis Matsum. ✓ ✓ 식재

6 큰꼭두서니 Rubia chinensis Regel &Maack ✓
7 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
8 백선 Dictamnus dasycarpus Turcz. ✓
9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0 산복사나무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
11 삿갓사초 Carex dispalata Boott ✓
12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13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14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 ✓
15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 ✓
16 비목나무 Lindera erythrocarpa Makino ✓
17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Takeda ✓
18 덩굴별꽃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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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람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2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3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 식재

4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
5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6 키버들 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
7 할미밀망 Clematis trichotoma Nakai ✓
8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
9 은사시나무 Populus tomentiglandulosa T.B.Lee ✓
10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
11 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
12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Maxim.) S.Y.Hu ✓
13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
14 백당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
15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 ✓
16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17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
18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식재

19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20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 ✓
21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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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결과

  대람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7과 172속 240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오동나무, 

병꽃나무, 키버들(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할미밀망(Clematis trichotoma 

Nakai) 등 6종,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쥐방울덩굴 1종류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매화말발도리(Deutzia uniflora Shirai), 오갈피나무, 노랑물봉선, 백당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큰엉겅퀴(Cirsium pendulum Fisch. 

ex DC.) 등 8종, Ⅱ등급은 잣나무 1종, Ⅲ등급은 고광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여로(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외대으아리,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등 7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4. 정광산

  가. 개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초부리와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상림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563m이다. 전체적으로 능선이 남북 방향으로 연속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노고봉이 바로 위치하며, 다시 백마산(460.6m)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태화산(641.1m)과 

정수산(395.9m)이 이어진다. 정광산은 서사면과 동사면의 크고 작은 계곡을 따라 물이 흐르며, 

각각 용인 경안천과 광주 노곡천으로 흘러 든다. 이 중 서사면의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를 향해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용인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있어, 캠핑장 및 숙박시설과 함께 

에코어드벤쳐 등의 놀이 시설이 개발되어 있고 정상부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서사면을 따라서는 여러 시설물뿐만 아니라 등산로 및 시설물 접근을 위한 임도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접근 역시 용이하여 많은 등산객과 휴양객들이 많이 

찾아와 일부 식생이 파괴되어 조림되어 있다.

  용인시는 산지가 많아 강수량이 1,850mm 내외로 많은 편이나 연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연 평균기온은 11.7℃, 평균 최저기온(1월)은 –2.5℃, 평균 최고기온(8월) 24.3℃로 

일교차 또한 심한 편이다.

  나. 조사결과

  정광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1과 208속 310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오동나무, 

병꽃나무, 진범(Aconitum pseudolaeve Nakai), 외대으아리 4종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두루미천남성(Arisaema heterophyllum Blume), 토현삼(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2종

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야광나무, 매화말발도리, 흰진범(Aconi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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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cassidatum Nakai), 터리풀(Filipendula glaberrima Nakai) 등 11종, Ⅱ등급은 황벽나무, 

민둥제비꽃(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앵초(Primula sieboldii 

E.Morren), 큰개현삼(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등 8종, Ⅲ등급은 개살구나무, 쥐다래

(Actinidia kolomikta (Maxim. &Rupr.) Maxim.), 눈개승마(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여로, 병조희풀(Clematis heracleifolia DC.) 등 8종, Ⅳ등급은 

산복사나무, 토현삼 2종으로 조사되었다(표 4).

5. 사패산

  가. 개요

  사패산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552m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북쪽 끝에 있는 산으로, 동쪽으로 수락산, 서남쪽으로 도봉산을 

끼고 있다. 도봉산과는 포대능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이에 회룡골계곡이 있다. 한동안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도봉산이나 북한산의 유명세에 가린 

덕분에 자연이 잘 보존되었다.

  의정부시 기후는 서울과 거의 비슷하나 기온의 교차가 심하며, 연평균기온은 12.6℃, 평균 

최저기온(1월)은 –3.3℃, 평균 최고기온(8월)은 25℃를 나타낸다. 지형성 강우의 영향으로 한국 

다우지역 중의 하나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332mm이다.

  나. 조사결과

  사패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8과 174속 263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오동나무, 

병꽃나무, 키버들, 개나리, 서울제비꽃 5종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왕벚나무, 

태백제비꽃(Viola albida Palib.), 두루미천남성, 도라지모시대(Adenophora grandiflora 

Nakai) 4종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느릅나무, 매화말발도리, 자주괴불주머니, 

민백미꽃(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Sav.) Matsum.), 투구꽃(Aconitum jaluense 

Kom.) 등 11종, Ⅱ등급은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Koch), 미역줄나무,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노랑제비꽃(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처녀치마, 

마가목(Sorbus commixta Hedl.) 등 10종, Ⅲ등급은 개살구나무, 느릅나무, 쥐다래, 여로, 

고광나무, 애기며느리밥풀(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6종, Ⅳ등급은 

왕벚나무, 산복사나무 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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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광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
2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3 야광나무 Malus baccata (L.) Borkh. ✓
4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5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
6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
7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
8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Takeda ✓
9 백당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
10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1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12 산벚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
13 전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
14 쥐다래 Actinidia kolomikta (Maxim. &Rupr.) Maxim. ✓
15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
16 민둥뫼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
17 앵초 Primula sieboldii E.Morren ✓
18 진범 Aconitum pseudolaeve Nakai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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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광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9 흰진범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
20 터리풀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
21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
22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
23 붉은병꽃나무 Weigela florida (Bunge) A.DC. ✓
24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
25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26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 ✓
27 두루미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 ✓
28 민백미꽃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Sav.) Matsum. ✓
29 산복사나무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 식재

30 토현삼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 ✓
31 병조희풀 Clematis heracleifolia DC. ✓
32 큰개현삼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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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패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
2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3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4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5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
6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Koch ✓
7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
8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Takeda ✓
9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0 키버들 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
11 자주괴불주머니 Corydalis incisa (Thunb.) Pers. ✓
12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
13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14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
15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 ✓
16 노랑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
17 민둥뫼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
18 산복사나무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
19 쥐다래 Actinidia kolomikta (Maxim. &Rupr.) Maxim.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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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패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20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
21 야광나무 Malus baccata (L.) Borkh. ✓
22 태백제비꽃 Viola albida Palib. ✓
23 민백미꽃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Sav.) Matsum. ✓
24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
25 소영도리나무 Weigela praecox (Lemoine) L.H.Bailey ✓
26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27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
28 처녀치마 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M.N.Tamura ✓
29 두루미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 ✓
30 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 Bunge ✓
31 마가목 Sorbus commixta Hedl. ✓
32 도라지모시대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
33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34 덩굴별꽃 Cucubalus baccifer var. japonicus Miq. ✓
35 수까치깨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36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
37 애기며느리밥풀 Melampyrum setaceum (Maxim. ex Palib.) Nakai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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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봉산

  가. 개요

  예봉산(禮峯山)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팔당리와 조안면 진중리, 조안리에 걸쳐있는 

높이 683.2m의 산이다. 북쪽으로는 적갑산과 갑산이, 동북쪽으로는 운길산이, 동남쪽으로는 

예빈산이, 한강을 건너 남쪽에는 검단산을 마주보고 있다. 수림이 울창하여 조선시대 때는 

인근과 서울에 땔감을 대주던 연료공급지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양주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2.4℃ 내외, 평균 최저기온(1월) －5.4℃, 평균 최고기온

(8월) 26℃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4㎜ 로 사계절이 뚜렷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내륙에 

있기 때문에 기온의 교차가 크고, 한강 상류의 다우지역에 속해 있어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나. 조사결과

  예봉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3과 197속 305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오동나무, 

병꽃나무, 할미밀망, 진범, 홀아비바람꽃(Anemone koraiensis Nakai) 등 8종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너도바람꽃(Eranthis stellata Maxim.), 만주바람꽃(Isopyrum manshuricum 

Kom.),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Maxim.), 홀아비바람꽃, 나도개감채(Lloydia triflora 

(Ledeb.) Baker), 금붓꽃(Iris minutoaurea Makino) 6종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가래나무(Juglans mandshurica Maxim.), 느릅나무, 헛개나무(Hovenia dulcis Thunb.), 물참대

(Deutzia glabrata Kom.), 산괭이눈(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연복초

(Adoxa moschatellina L.) 등 17종, Ⅱ등급은 나래회나무(Euonymus macropterus Rupr.), 찰피나무

(Tilia mandshurica Rupr. &Maxim.),  피나무(Tilia amurensis Rupr.), 함박꽃나무, 금괭이눈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피나물(Hylomecon 

vernalis Maxim.), 꿩의다리아재비(Caulophyllum robustum Maxim.) 등 18종, Ⅲ등급은 물박달나무, 

복자기(Acer triflorum Kom.), 너도바람꽃, 는쟁이냉이(Cardamine komarovii Nakai), 앉은부채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종덩굴(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등 13종, Ⅳ등급은 홀아비바람꽃 1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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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봉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2 나래회나무 Euonymus macropterus Rupr. ✓
3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4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5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
6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7 찰피나무 Tilia mandshurica Rupr. &Maxim. ✓
8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
9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Koch ✓
10 헛개나무 Hovenia dulcis Thunb. ✓
11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Rupr. ✓
12 갯버들 Salix gracilistyla Miq.

13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
14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
15 물참대 Deutzia glabrata Kom. ✓
16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Takeda ✓
17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8 할미밀망 Clematis trichotoma Nakai ✓
19 금괭이눈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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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봉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20 너도바람꽃 Eranthis stellata Maxim. ✓ ✓
21 는쟁이냉이 Cardamine komarovii Nakai ✓
22 만주바람꽃 Isopyrum manshuricum (Kom.) Kom. ✓ ✓
23 미나리냉이 Cardamine leucantha (Tausch) O.E.Schulz

24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im. ✓ ✓
25 산괭이눈 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
26 앉은부채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
27 연복초 Adoxa moschatellina L. ✓
28 처녀치마 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M.N.Tamura ✓
29 진범 Aconitum pseudolaeve Nakai

30 회나무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
31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
32 박새 Veratrum oxysepalum Turcz. ✓
33 민둥뫼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
34 홀아비바람꽃 Anemone koraiensis Nakai ✓ ✓
35 피나물 Hylomecon vernalis Maxim. ✓
36 나도개감채 Lloydia triflora (Ledeb.) Baker ✓ ✓
37 멸가치 Adenocaulon himalaicum Edgew.

38 금붓꽃 Iris minutoaurea Makino ✓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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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봉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39 선괭이눈 Chrysosplenium sinicum Maxim. ✓
40 앵초 Primula sieboldii E.Morren ✓
41 종덩굴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
42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
43 꿩의다리아재비 Caulophyllum robustum Maxim. ✓
44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Maxim.) S.Y.Hu ✓
45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
46 괴불나무 Lonicera maackii (Rupr.) Maxim. ✓
47 참여로 Veratrum nigrum var. ussuriense Lose.f. ✓
48 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
49 민백미꽃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Sav.) Matsum. ✓
50 돌양지꽃 Potentilla dickinsii Franch. &Sav. ✓
51 둥근이질풀 Geranium koreanum Kom. ✓
52 오리나무 Alnus japonica (Thunb.) Steud. ✓
53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54 노랑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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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마산

  가. 개요

  승마산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남서부에 위치한 높이 130m의 산이다.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와 상마리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약초가 많은 산이어서 약산(藥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으며 이로부터 약암리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하였다. 승마산 정상에는 현재 

육각형 모양의 사방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강화 할미성(大

母城)이 보이며, 남쪽으로 김포 백석산(白石山)이 접하고 있다.

  김포시의 기후는 연평균기온 11.2℃로 서울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나 같은 위도의 동해안 

강릉보다 1℃ 정도 낮다. 평균 최저기온(1월)은 －4℃ 내외, 평균 최고기온(8월)은 26℃ 내외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100㎜ 정도이다.

  나. 조사결과

  승마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78과 191속 272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외대으아리, 오동나무, 병꽃나무 3종 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주목 1종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백당나무, 시무나무(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폭나무(Celtis biondii Pamp.) 3종, Ⅱ등급은 주목, 잣나무 2종, Ⅲ등급은 단풍나무, 

물박달나무, 외대으아리, 좁쌀풀, 종덩굴 5종, Ⅳ등급은 등(Wisteria floribunda (Willd.) DC.), 

산복사나무 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8. 개명산

  가. 개요

  개명산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양주시 장흥면·백석면, 고양시 벽제동에 걸쳐있으며, DMZ 

접경지역 인근 지역으로 경기 북서지역에서 감악산(675 m)과 더불어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이다. 

개명산 정상부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접근이 어려우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사이에 위치하여 

인근 보광사, 장흥관광지, 장흥수목원, 송암천문대 등의 관광지와 앵무봉과 형제봉의 능선을 

잇는 등산로의 활성화로 인하여 탐방객의 방문이 빈번한 지역으로 인근지역의 생태계에 

지속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조사지는 파주 인접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고양시이나 기후조건은 파주지역의 영향을 받는다. 

파주시 기후는 연평균기온 10.5℃, 평균 최저기온(1월) －4℃, 평균 최고기온(8월) 25℃ 내외다. 

연평균강수량은 1,30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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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승마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2 주목 Taxuscuspidata Siebold &Zucc. ✓ ✓ 식재

3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4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
5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 ✓
6 백당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
7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8 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
9 등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
10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1 산복사나무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
12 종덩굴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
13 시무나무 Hemiptelea davidii (Hance) Planch. ✓
14 폭나무 Celtis biondii Pamp.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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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명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2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3 야광나무 Malus baccata (L.) Borkh. ✓
4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
5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Zucc. ✓ ✓
6 찰피나무 Tilia mandshurica Rupr. &Maxim. ✓
7 헛개나무 Hovenia dulcis Thunb. ✓
8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
9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
10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1 노랑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
12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
13 흰진범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
14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15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
16 물참대 Deutzia glabrata Kom. ✓
17 민둥뫼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
18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Nakai ✓
19 앵초 Primula sieboldii E.Morren ✓
20 종덩굴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
21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al. ✓ ✓
22 쥐다래 Actinidia kolomikta (Maxim. &Rupr.) Maxim. ✓
23 처녀치마 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M.N.Tamura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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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명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24 태백제비꽃 Viola albida Palib. ✓
25 터리풀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
26 피나물 Hylomecon vernalis Maxim. ✓
27 흰괭이눈 Chrysosplenium pilosum var. fulvum (N.Terracc.) H. Hara ✓
28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
29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
30 두루미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 ✓
31 점박이천남성 Arisaema peninsulae Nakai

32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
33 민백미꽃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Sav.) Matsum. ✓
34 소영도리나무 Weigela praecox (Lemoine) L.H.Bailey ✓
35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L.) Lem. ✓
36 진범 Aconitum pseudolaeve Nakai ✓
37 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
38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 ✓
39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
40 둥근이질풀 Geranium koreanum Kom. ✓
41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
42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 ✓
43 산물통이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
44 새끼꿩의비름 Hylotelephium viviparum (Maxim.) H.Ohba ✓
45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
46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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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결과

  개명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5과 216속 342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병꽃나무, 개나리, 

서울제비꽃,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al.), 진범, 외대으아리 6종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주목, 태백제비꽃, 두루미천남성, 쥐방울덩굴 4종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느릅나무, 야광나무, 민백미꽃, 홀아비꽃대, 산물통이(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등 15종, Ⅱ등급은 찰피나무, 노랑제비꽃, 민둥뫼제비꽃, 흰괭이눈(Chrysosplenium pilosum var. 

fulvum (N.Terracc.) H. Hara), 소영도리나무(Weigela praecox (Lemoine) L.H.Bailey), 둥근이질풀

(Geranium koreanum Kom.), 새끼꿩의비름(Hylotelephium viviparum (Maxim.) H.Ohba) 등 15종, 

Ⅲ등급은 물박달나무, 고광나무, 눈개승마, 금낭화, 개살구나무 등 10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민둥산

  가. 개요

  민둥산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과 가평군 북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023m에 이른다. 

정상에 나무가 없는 밋밋한 언덕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며, 민드기봉·민덕산이라고도 부른다. 

국망봉(1,168m)에서 남쪽으로 능선이 이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개이빨산(1,100m), 강씨봉(830m), 

청계산 등의 산들이 있다. 포천시의 기후는 연평균기온 10.5℃, 평균 최저기온(1월) －7.3℃, 평균 

최고기온(8월)25.7℃ 내외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300㎜이다. 

  나. 조사결과

  민둥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1과 201속 338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할미밀망, 

점현호색(Corydalis maculata B.U.Oh &Y.S.Kim), 사창분취(Saussurea calcicola Nakai), 진범 

등 10종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홀아비바람꽃, 백작약(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Takeda), 금붓꽃,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과남풀(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등 7종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Kimura), 들메나무, 산돌배(Pyrus ussuriensis Maxim.), 큰꽃으아리

(Clematis patens C.Morren &Decne.) 등 27종, Ⅱ등급은 나래회나무, 처녀치마, 회목나무

(Euonymus pauciflorus Maxim.), 냉초(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l) 등 24종, Ⅲ등급은 

개박달나무(Betula chinensis Maxim.),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 당개지치(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ex Oliv.) 등 22종, Ⅳ등급은 회리바람꽃(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들바람꽃(Anemone amurensis (Korsh.) Kom.) 등 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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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민둥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
2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Koch ✓
3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
4 찰피나무 Tilia mandshurica Rupr. &Maxim. ✓
5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Zucc. ✓
6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Kimura ✓
7 야광나무 Malus baccata (L.) Borkh. ✓
8 산벚나무 Prunus sargentii Rehder ✓
9 산돌배 Pyrus ussuriensis Maxim. ✓
10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
11 박달나무 Betula schmidtii Regel ✓
12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13 들메나무 Fraxinus mandshurica Rupr. ✓
14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15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
16 개박달나무 Betula chinensis Maxim. ✓
17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18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9 물참대 Deutzia glabrata Kom. ✓
20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
21 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 Bunge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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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민둥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22 나래회나무 Euonymus macropterus Rupr. ✓
23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
24 할미밀망 Clematis trichotoma Nakai ✓
25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Takeda ✓
26 회리바람꽃 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
27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
28 처녀치마 Heloniopsis koreana Fuse, N.S.Lee &M.N.Tamura ✓
29 점현호색 Corydalis maculata B.U.Oh &Y.S.Kim ✓ ✓
30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im. ✓ ✓
31 들바람꽃 Anemone amurensis (Korsh.) Kom. ✓
32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
33 는쟁이냉이 Cardamine komarovii Nakai ✓
34 노랑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
35 금괭이눈 Chrysosplenium pilosum var. sphaerospermum (A.Terracc.) H. Hara ✓
36 회목나무 Euonymus pauciflorus Maxim. ✓
37 홀아비바람꽃 Anemone koraiensis Nakai ✓ ✓ ✓
38 피나물 Hylomecon vernalis Maxim. ✓
39 터리풀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
40 큰꼭두서니 Rubia chinensis Regel &Maack ✓
41 참당귀 Angelica gigas Nakai ✓
42 백작약 Paeonia japonica (Makino) Miyabe &Takeda ✓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 78 -

표 9. 민둥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43 방아풀 Isodon japonicus (Burm.) Hara

44 민둥뫼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
45 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L. ✓
46 당개지치 Brachybotrys paridiformis Maxim. ex Oliv. ✓
47 금붓꽃 Iris minutoaurea Makino ✓ ✓
48 회나무 Euonymus sachalinensis (F.Schmidt) Maxim. ✓
49 사창분취 Saussurea calcicola Nakai ✓ ✓
50 일엽초 Lepisorus thunbergianus (Kaulf.) Ching ✓
51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
52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
53 큰꽃으아리 Clematis patens C.Morren &Decne. ✓
54 참꽃받이 Bothriospermum secundum Maxim. ✓
55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Maxim.) S.Y.Hu ✓
56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
57 개회나무 Syringa reticulata var. mandshurica (Maxim.) H. Hara ✓
58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
59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
60 물양지꽃 Potentilla cryptotaeniae Maxim. ✓
61 민백미꽃 Cynanchum ascyrifolium (Franch. &Sav.) Matsum. ✓
62 왕쌀새 Melica nutans L. ✓
63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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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민둥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64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 ✓
65 좁쌀풀 Lysimachia vulgaris var. davurica (Ledeb.) R.Kunth ✓
66 냉초 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l ✓
67 큰등갈퀴 Vicia pseudoorobus Fisch. &C.A.Mey. ✓
68 돌양지꽃 Potentilla dickinsii Franch. &Sav. ✓
69 백당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 Hara ✓
70 진범 Aconitum pseudolaeve Nakai ✓
71 두루미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 ✓
72 동자꽃 Lychnis cognata Maxim. ✓
73 산앵도나무 Vaccinium hirtum var. koreanum (Nakai) Kitam. ✓ ✓
74 흰진범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
75 큰세잎쥐손이 Geranium knuthii Nakai ✓
76 뻐꾹채 Rhaponticum uniflorum (L.) DC. ✓
77 말나리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 ✓ ✓
78 고려엉겅퀴 Cirsium setidens (Dunn) Nakai ✓ ✓
79 개앵도나무 Ribes mandshuricum f. subglabrum (Kom.) Kitag. ✓
80 과남풀 Gentiana triflora var. japonica (Kusn.) H. Hara ✓
81 큰개현삼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
82 거제수나무 Betula costata Trautv. ✓
83 둥근이질풀 Geranium koreanum Kom. ✓
84 여우오줌 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Sav.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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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칼봉산

  가. 개요

  칼봉산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와 경반리 경계에 있는 높이 900m의 산이다. 한북정맥의 

명지산 남쪽 능선에 솟은 매봉의 동쪽 봉우리 중 가장 높은 산이다. 주능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 

칼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계곡 입구에 용추폭포와 골짜기 안에 수락폭포가 있다. 주변에 명지산·

화악산·매봉·깃대봉 등이 위치해 있다.

  가평군의 기후는 연평균기온 10.2℃ 내외, 평균 최저기온(1월) －5.5℃ 내외, 평균 최고기온

(8월) 23.8℃ 내외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391.2㎜ 정도로 해에 따른 강수량의 변동률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조사결과

  화악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80과 218속 346종이었으며, 그 중 특산식물은 키버들, 

점현호색, 누른괭이눈(Chrysosplenium flaviflorum Ohwi), 진범, 고려엉겅퀴(Cirsium setidens 

(Dunn) Nakai) 등 9종이었으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너도바람꽃, 금강죽대아재비(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도깨비부채(Rodgersia podophylla A. Gray), 태백제비꽃 

등 7종이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Ⅰ등급은 느릅나무, 매화말발도리, 산괭이눈, 괴불나무

(Lonicera maackii (Rupr.) Maxim.), 여우오줌(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등 19종, Ⅱ등급은 황벽나무, 함박꽃나무, 돌단풍,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꿩의다리아재비, 동자꽃(Lychnis cognata Maxim.) 등 14종, Ⅲ등급은 고광나무, 점현호색, 

앉은부채, 금낭화, 종덩굴, 좀딸기(Potentilla centigrana Maxim.) 등 18종, Ⅳ등급은 회리바람꽃, 

산복사나무, 대반하(Pinellia tripartita (Blume) Schott), 도깨비부채, 산외(Schizopepon 

bryoniifolius Maxim.) 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전체현황

  칼봉산 등 10개소 전체에 생육하는 관속식물은 총 206과 471속 709종으로 나타났다. 칼봉산이 

346종으로 가장 많은 식물종이 출현하였으며, 개명산이 342종, 민둥산이 338종으로 뒤를 따랐다. 

희귀식물의 경우 총18과 21속 21종이 나타났는데, 민둥산과 칼봉산에서 각각 7종씩 출현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특산식물은 총13과 17속 18종이 나타났으며, 민둥산에서 10종이 

조사되어 가장 많았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총85과 110종 134종이 조사되었으며, 

민둥산에서 역시 78종으로 가장 높은 출현종수를 보여주었고, 칼봉산이 56종으로 그 다음이었다. 

가장 적은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을 나타낸 곳은 승마산이었다. 대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인 

가평, 포천 등에서 많은 출현종수 및 희귀/특산식물종수를 보여주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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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지역별 전체식물종수,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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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지역별 전체식물종수, 희귀식물, 특산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종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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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칼봉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 등급에 따른 구분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1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
2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Koch ✓
3 전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
4 박달나무 Betula schmidtii Regel ✓
5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6 개살구나무 Prunus mandshurica (Maxim.) Koehne ✓
7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8 물박달나무 Betula davurica Pall. ✓
9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
10 키버들 Salix koriyanagi Kimura ex Goerz ✓
11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
12 매화말발도리 Deutzia uniflora Shirai ✓
13 말발도리 Deutzia parviflora Bunge ✓
14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Rupr. ✓
15 할미밀망 Clematis trichotoma Nakai ✓
16 회리바람꽃 Anemone reflexa Steph. ex Willd. ✓
17 점현호색 Corydalis maculata B.U.Oh & Y.S.Kim ✓ ✓
18 앉은부채 Symplocarpus renifolius Schott ex Miq. ✓
19 산괭이눈 Chrysosplenium japonicum (Maxim.) Makino ✓
20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
21 는쟁이냉이 Cardamine komarovii Nakai ✓
22 너도바람꽃 Eranthis stellata Maxim. ✓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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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칼봉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23 금낭화 Dicentra spectabilis (L.) Lem. ✓
24 종덩굴 Clematis fusca var. violacea Maxim. ✓
25 흰진범 Aconitum longecassidatum Nakai ✓
26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 ✓
27 여로 Veratrum maackii var. japonicum (Baker) T.Schmizu ✓
28 누른괭이눈 Chrysosplenium flaviflorum Ohwi ✓
29 민둥뫼제비꽃 Viola tokubuchiana var. takedana (Makino) F.Maek. ✓
30 물참대 Deutzia glabrata Kom. ✓
31 산복사나무 Prunus davidiana (Carrière) Franch. ✓
32 진범 Aconitum pseudolaeve Nakai ✓
33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

34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 ✓
35 미역줄나무 Tripterygium regelii Sprague & Takeda ✓
36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Siebold ✓
37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
38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
39 노랑물봉선 Impatiens noli-tangere L. ✓
40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
41 괴불나무 Lonicera maackii (Rupr.) Maxim. ✓
42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
43 외대으아리 Clematis brachyura Maxim. ✓ ✓
44 두루미천남성 Arisaema heterophyllum Blume ✓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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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칼봉산 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식물구계학적등급에 따른 구분(계속)

번호 국명 학명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멸종위기종 구계학적등급

비고
CR EN VU LC DD END Ⅰ급 Ⅱ급 I Ⅱ Ⅲ Ⅳ Ⅴ

45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Maxim.) H. Hara ✓
46 물양지꽃 Potentilla cryptotaeniae Maxim. ✓
47 대반하 Pinellia tripartita (Blume) Schott ✓
48 금강죽대아재비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 ✓
49 병조희풀 Clematis heracleifolia DC. ✓
50 꿩의다리아재비 Caulophyllum robustum Maxim. ✓
51 도깨비부채 Rodgersia podophylla A. Gray ✓ ✓
52 동자꽃 Lychnis cognata Maxim. ✓
53 가는장구채 Silene seoulensis Nakai

54 여우오줌 Carpesium macrocephalum Franch. & Sav. ✓
55 나래박쥐나물 Parasenecio auriculatus var. kamtschatica (Maxim.) H.Koyama ✓
56 태백제비꽃 Viola albida Palib. ✓
57 노랑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Becker ✓
58 세잎꿩의비름 Hylotelephium verticillatum (L.) H.Ohba ✓
59 도라지모시대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
60 좀딸기 Potentilla centigrana Maxim. ✓
61 고려엉겅퀴 Cirsium setidens (Dunn) Nakai ✓ ✓
62 산물통이 Pilea japonica (Maxim.) Hand.-Mazz. ✓
63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 ✓
64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
65 산외 Schizopepon bryoniifolius Maxim. ✓

CR: 멸종위기종, EN: 위기종, VU: 취약종, LC: 약관심종, DD: 자료부족종, END: 특산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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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위한 4차년도 지역별 주요 산지 

조사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 화성시 태행산, 여주시 대람산, 용인시 정광산, 의정부시 

사패산, 남양주시 예봉산, 김포시 승마산, 고양시 개명산, 포천시 민둥산, 가평군 칼봉산 10개 

지역으로 각 지역에 대한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 10개소 전체에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총 206과 471속 709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국특산식물은 13과 17속 18종이 출현하였다. 주요 출현종으로는 산앵도나무, 큰세잎쥐손이, 

고려엉겅퀴, 사창분취, 점현호색, 누른괭이눈 등이었으며, 이는 전체 출현식물의 2.5%를 

차지하였다.

3. 희귀식물은 18과 21속 21종이 출현하였으며, 이는 전체 출현식물의 3.0%를 차지하였다. 

각 분류군별 멸종위기종(CR)에 속한 출현식물은 목련(식재), 왕벚나무(식재), 칠보치마 

3종, 위기종(EN)은 만주바람꽃 1종, 취약종(VU)은 주목, 금붓꽃, 백작약 3종, 약관심종

(LC)은 과남풀, 너도바람꽃, 미치광이풀, 태백제비꽃, 홀아비바람꽃, 나도개감채 등 11종, 

자료부족종(DD)은 도라지모시대, 토현삼 2종이었다. 

4.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85과 110속 134종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전체 출현식물의 

18.9%에 해당하였다. Ⅰ등급은 느릅나무, 가래나무, 헛개나무, 물참대, 산괭이눈, 연복초, 

투구꽃, 왕버들, 산돌배 등 46종, Ⅱ등급Ⅱ등급은 잣나무, 황벽나무, 미역줄나무, 함박꽃나무, 

찰피나무, 피나무, 금괭이눈, 처녀치마 등 37종류, Ⅲ등급은 쉬땅나무, 물박달나무, 고광나무, 

개살구나무, 너도바람꽃, 는쟁이냉이, 앉은부채 등 36종, Ⅳ등급은 회리바람꽃, 들바람꽃, 

산복사나무, 홀아비바람꽃, 사창분취, 참꽃받이, 대반하, 도깨비부채 등 13종, Ⅴ등급은 

목련, 칠보치마 2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산림자원의 이용성 측면에서 구분하였을 때 식용 가능 식물은 진달래, 개암나무, 생강나무, 

귀룽나무, 팥배나무, 붉나무, 뚝갈, 가는기린초, 좀담배풀, 산층층이 등 269종, 약용식물은 

개옻나무, 노간주나무, 으름덩굴, 인동덩굴, 개나리, 황벽나무, 개감수, 고사리삼, 미치광이풀, 

할미꽃, 수영 등 216종, 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은 명아자여뀌, 산벚나무, 들메나무, 

대사초, 터리풀, 각시붓꽃, 금붓꽃, 동의나물, 붉은병꽃나무, 고마리, 털대사초, 미국가막사리 

등 224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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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출현식물 중 한국특산식물 및 희귀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주요 산지에 대한 생태계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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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 연구

(자체연구, 2015 ~ 2020)

최충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지역에 조림(식재) 편백나무의 월별 내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전도도를 조사하였다. 

30분간 편백나무 잎을 침지시켜 전기전도도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간 및 그룹간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체로 생장이 불량한 소그룹에서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조사시기 간에는 

식물의 생육 활동이 왕성한 8월경에 전기전도도가 가장 낮았는데, 소그룹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산지 간에 비교하였을 때 조사시기 중 가장 저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월의 경우 용인지역 및 성남지역의 편백나무에서 가장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서울지역 편백나무의 전기전도도가 가장 높았다. 중부지역 생육목으로부터 양묘된 유묘의 

내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여주, 오산에 식재하여 전기전도도를 확인한 결과, 

중부지역의 모수를 가지는 유묘는 저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2월에 비교구 즉, 남부지역이 

모수 산지인 완도 산지의 유묘 보다 대부분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어 내한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역에 필요한 편백나무를 육성하여 조림정책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서  론

  편백나무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일본 특산종이며, 우리나라 남부지역 주요 조림수종 중 하나이다. 

목재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 제거 효과, 소취력, 항균력, 항산화 활성, 

미백효과, 진정효과 등의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침대, 베개, 

탈취제, 도마, 막걸리, 돗자리 등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에서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편백나무는 경남, 전남이 대표적인 조림 등 식재 산지이나 최근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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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지지역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조림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고(高)부가가치 수종 편백나무의 중부지역 생육목을 

대상으로 내한성을 검정하고, 내한성 개체를 선발하여 중부지역 신소득원으로서 육성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편백나무 종자 및 유묘(오산, 평택, 부천 등 12개 산지)

2. 처리 및 조사내용

  가. 편백나무 중부지역 내한성 확인 및 개체 선발을 위한 조사

    1) 대상지역 : 오산, 여주 등 중부지역 식재 8개소

표 1. 중부지역(경기, 서울) 내 식재된 편백나무 조사지 현황

번호 식재지 위치 면적(ha) 식재년도 식재본수

1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15.0 2010~2013 15,150

2 부천시 춘의동, 범박동 4.0 2012~2013 6,474

3 오산시 양산동 2.0 2000 1,000

4 평택시 이충동 3.0 2012 2,100

5 성남시 판교동 0.5 2013 320

6 여주시 매룡동(황학산수목원) - 2010 이식 3

7 이천시 율면 월포리(돼지박물관) - 2011 30

8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봉산) 2.0 2016 6,000

    2) 생장 우수목(대) / 보통목(중) / 열세목(소) group 구분 : 각 site별 표준지 조사 실시

      가) 우수목(대) : 중위수 기준 30% 이상 생장목

      나) 보통목(중) : 중위수 기준 ±20% 생장목

      다) 열세목(소) : 중위수 기준 30% 이하 생장목



- 90 -

 

그림 1.  선발목 표시 모습

    3) 내한성 평가

      가) 전기전도도, 전해질 용출량(%)

      나) 생엽과 건엽을 각각 30분과 18시간 침지 후 전기전도도 측정

 나. 편백나무 내한성 평가 및 모니터링

    1) 실생묘 생육조사

      가) 식재지 : 오산, 여주 등 4개소

      ※중부지역 식재된 입목으로부터 종자를 확보, 번식하여 육성된 실생묘 이용

표 2. 편백나무 내한성 평가 선발목 유묘 시험지 위치

번호 시험지 위치 비 고

1 오산 수청동(산림환경연구소)

2 여주 강천면 강천2리(시험포지)

3 가평 승안리(도유림 양묘장) 식재유묘 고사

4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산림환경연구소 전시림) 식재유묘 고사

      나) 식재량 : 200본/개소

  2) 내한성 평가

      가) 전기전도도, 전해질 용출량(%)

      나) 생엽과 건엽을 각각 30분과 18시간 침지 후 전기전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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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편백나무 중부지역 조림목 내한성 모니터링

  가. 지역별 전기전도도 

  경기지역에 조림(식재) 편백나무의 월별 내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전도도를 

조사하였다. 건조하기 전 생엽 상태일 때와 완전 건조한 건엽 상태에서 각각 30분, 18시간 

침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4. 5와 같다. 전기전도도는 식물세포의 활력이 저온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인자 등으로 인해 약해져 내부물질이 밖으로 용출되는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출량이 많을 때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타난다. 30분간 편백나무 잎을 

침지시켜 전기전도도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간 및 그룹간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체로 생장이 

불량한 소그룹에서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표 3). 조사시기 간에는 식물의 

생육활동이 왕성한 8월경에 전기전도도가 가장 낮았는데, 소그룹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산지 간에 비교하였을 때 조사시기 중 가장 저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월의 경우 용인지역 및 성남지역의 편백나무에서 가장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서울지역 편백나무의 전기전도도가 가장 높았다. 지역의 위도가 전기전도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도상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한 서울지역의 편백나무는 

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8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사시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 

  18시간 침지의 경우, 30분 침지할 때 보다 전기전도도의 수치가 다소 증가하였는데, 

생장이 우수한 대그룹과 생장이 불량한 소그룹 간에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30분 침지 

하였을 때 대그룹이 비교적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낸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전반적으로 18시간 침지하여 전기전도도를 분석하였을 때는 조사시기, 그룹 및 지역 간에 

일정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18시간 침지한 경우 세포 활력 여부와 상관없이 

세포막의 한계를 벗어나 내부의 대부분 물질이 용출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생엽 및 건엽 상태의 전기전도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전해질 용출량의 경우,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30분 침지했을 때 전해질 용출량을 조사 시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2월에서 11월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저온기인 2월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활력을 

회복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 간에 비교 했을 때 대체로 용인 지역의 편백나무가 

낮은 전기전도로로 가장 우수한 경향을 보였으며, 성남지역이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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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기지역 조림(식재)된 편백의 그룹별 전기전도도(30분 침지)

단위 : ds/m

조사

시기
그룹

생엽 건엽

평택 오산 용인 성남 부천 서울 이천 여주 평택 오산 용인 성남 부천 서울 이천 여주

2월

대 0.630 0.871 0.363 0.431 0.648 1.071 　- 0.728 1.413 1.649 1.530 1.420 1.700 2.237 　- 1.813

중 0.595 0.843 0.387 0.416 0.614 1.066 　- -　 1.506 1.627 1.748 1.505 1.932 1.595 　- 　-

소 0.747 0.888 0.405 0.418 0.695 0.901 　- 　- 1.641 1.729 1.511 1.255 3.328 1.461 　- 　-

4월

대 0.539 0.610 0.676 0.610 0.830 2.076 0.801 0.796 1.125 1.697 1.639 1.619 2.063 1.996 2.780 2.512

중 0.546 0.599 0.713 0.642 0.638 1.776 　- 　- 1.230 1.960 2.015 1.659 1.889 2.002 　- 　-

소 0.587 0.631 0.756 0.657 0.640 1.779 　- 　- 1.318 2.480 1.886 1.456 3.599 1.721 　- 　-

6월

대 0.707 0.739 0.754 0.685 0.835 1.064 1.001 0.866 2.334 1.992 2.280 1.629 2.016 1.567 2.310 2.015

중 0.779 0.657 0.903 0.646 0.698 0.797 　- 　- 2.170 2.587 2.047 1.954 2.093 1.438 　- 　-

소 0.716 0.802 1.074 0.699 0.751 0.750 　- 　- 2.795 3.153 2.200 2.509 3.081 1.639 　- 　-

8월

대 0.454 0.368 0.499 0.327 0.369 0.368 　- 0.428 2.044 2.185 1.672 1.736 2.132 1.917 　- 2.029

중 0.489 0.383 0.522 0.359 0.400 0.375 　- 　- 2.291 1.842 2.237 1.942 2.241 2.669 　- 　-

소 1.151 0.421 0.543 0.578 0.548 0.408 　- 　- 2.212 1.748 2.330 1.920 2.651 2.540 　- 　-

11월

대 0.511 0.642 0.563 0.533 0.527 0.945 1.149 0.684 1.712 2.175 2.408 2.004 1.841 2.083 2.442 1.986

중 0.525 0.741 0.558 0.538 0.554 0.580 　- 　- 2.007 2.965 2.222 2.540 2.127 1.676 　- 　-

소 0.718 0.721 0.580 0.567 0.539 0.649 　- 　- 2.609 2.909 2.346 2.845 2.028 1.390 　- 　-

※이천 및 여주지역은 단목으로 여러 개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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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기지역 조림(식재)된 편백의 그룹별 전기전도도(18시간 침지)

단위 : ds/m

조사

시기
그룹

생엽 건엽

평택 오산 용인 성남 부천 서울 이천 여주 평택 오산 용인 성남 부천 서울 이천 여주

2월

대 1.204 1.348 0.946 1.078 1.313 1.677 　- 1.103 10.915 7.319 10.012 7.923 8.229 8.041 　- 9.274

중 1.153 1.312 1.112 1.018 1.144 1.615 　- 　- 10.645 6.604 11.955 10.931 7.259 6.072 　- 　-

소 1.300 1.338 1.006 1.014 1.379 1.403 　- 　- 10.755 7.549 11.855 8.565 10.371 6.077 　- 　-

4월

대 1.052 1.150 1.049 1.266 1.584 3.069 1.594 1.553 6.787 10.831 9.575 8.789 8.187 8.076 14.228 10.487

중 1.091 1.177 1.085 1.264 1.340 2.667 　- 　- 8.278 10.269 9.569 7.999 9.586 6.931 　- 　-

소 1.053 1.180 1.018 1.176 1.407 2.743 　- 　- 7.627 12.097 7.388 8.085 14.495 8.551 　- 　-

6월

대 2.943 1.182 1.606 1.311 1.175 1.738 1.597 2.336 16.629 9.771 12.071 13.005 12.685 10.083 11.394 10.779

중 1.633 1.392 1.680 1.111 1.100 1.684 　- 　- 10.111 17.026 11.822 14.737 11.245 10.458 　- 　-

소 2.692 1.826 1.763 1.510 1.237 1.554 　- 　- 17.353 15.989 11.163 17.432 19.524 11.713 　- 　-

8월

대 1.101 0.856 0.829 0.546 0.763 0.771 　- 0.685 12.262 12.555 13.428 12.040 12.561 12.601 　- 13.600

중 1.192 0.729 1.081 0.577 0.758 0.874 　- 　- 11.835 16.305 14.575 11.082 14.606 18.932 　- 　-

소 1.151 0.809 0.856 0.578 0.942 0.842 　- 　- 12.161 15.755 13.648 11.678 11.222 15.516 　- 　-

11월

대 0.969 1.187 0.963 0.994 0.917 1.335 2.276 1.094 8.387 10.857 8.733 8.929 9.187 8.423 15.286 9.036

중 1.045 1.188 1.010 1.004 1.027 1.058 　- 　- 8.959 12.512 8.054 9.513 10.294 8.464 　- 　-

소 1.324 1.203 1.033 1.016 0.994 1.076 　- 　- 12.122 11.133 8.074 10.492 9.834 6.264 　- 　-

※이천 및 여주지역은 단목으로 여러 개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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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기지역 조림(식재)된 편백의 그룹별 전해질용출량

단위 : %

조사

시기
그룹

30분 침지 18시간 침지

평택 오산 용인 성남 부천 서울 이천 여주 평택 오산 용인 성남 부천 서울 이천 여주

2월

대 44.6 52.8 23.7 30.3 38.1 47.9 　 40.1 11.0 18.4 9.4 13.6 16.0 20.9 　 11.9

중 39.5 51.8 22.2 27.7 31.8 66.9 　 　 10.8 19.9 9.3 9.3 15.8 26.6 　 　
소 45.5 51.3 26.8 33.3 20.9 61.7 　 　 12.1 17.7 8.5 11.8 13.3 23.1 　 　

4월

대 47.9 36.0 41.2 37.7 40.3 104.0 28.8 31.7 15.5 10.6 11.0 14.4 19.4 38.0 11.2 14.8

중 44.4 30.6 35.4 38.7 33.8 88.7 　 　 13.2 11.5 11.3 15.8 14.0 38.5 　 　
소 44.5 25.4 40.1 45.1 17.8 103.4 　 　 13.8 9.8 13.8 14.5 9.7 32.1 　 　

6월

대 30.3 37.1 33.1 42.0 41.4 67.9 43.3 43.0 17.7 12.1 13.3 10.1 9.3 17.2 14.0 21.7

중 35.9 25.4 44.1 33.1 33.3 55.4 　 　 16.1 8.2 14.2 7.5 9.8 16.1 　 　
소 25.6 25.4 48.8 27.9 24.4 45.8 　 　 15.5 11.4 15.8 8.7 6.3 13.3 　 　

8월

대 22.2 16.8 29.9 18.8 17.3 19.2 　 21.1 9.0 6.8 6.2 4.5 6.1 6.1 　 5.0

중 21.3 20.8 23.3 18.5 17.8 14.0 　 　 10.1 4.5 7.4 5.2 5.2 4.6 　 　
소 52.0 24.1 23.3 30.1 20.7 16.1 　 　 9.5 5.1 6.3 4.9 8.4 5.4 　 　

11월

대 29.9 29.5 23.4 26.6 28.6 45.4 47.0 34.5 11.5 10.9 11.0 11.1 10.0 15.8 14.9 12.1

중 26.2 25.0 25.1 21.2 26.0 34.6 　 　 11.7 9.5 12.5 10.6 10.0 12.5 　 　
소 27.5 24.8 24.7 19.9 26.6 46.7 　 　 10.9 10.8 12.8 9.7 10.1 17.2 　 　

※이천 및 여주지역은 단목으로 여러 개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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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시간 침지했을 때 전해질 용출량은 지역 간 및 조사시기 간,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8시간 침지 자체가 편백나무 잎 세포의 

활력의 한계를 벗어난 시점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편백나무 실생묘 내한성 평가

  중부지역 생육목으로부터 양묘된 유묘의 내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원, 평택 등의 

조림지에서 종자를 확보한 후 실생묘를 육성하여 각각 여주, 오산, 남양주, 가평 4개소에 

식재하였다. 식재 2년차에 남양주와 가평지역에 식재된 유묘는 저온 피해로 모두 

고사하였으며, 여주와 오산지역에 식재된 유묘는 종자 산지별 차이는 있으나 다수가 

생존하였다. 생존한 종자 산지는 수원, 오산, 평택 지역이었으며, 이들에 대해 전기전도도 및 

전해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표 6, 7). 이때 완도 지역의 유묘는 비교구로 설정하였다.

  먼저, 여주 지역에 식재된 유묘의 내한성을 확인해 본 결과, 유묘 세포 활력 평가의 

주 시료로 이용되는 생엽의 경우 저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2월에 비교구인 완도 산지 유묘 보다 

대부분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표 6). 특히 오산 산지 유묘와 덕유산에서 채취한 

종자를 15℃에서 발아시킨 유묘는 그 차이가 현저하여 추후 내한성 개체를 육성하는데 기초 

재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겠다. 이후 4월에서 11월까지의 전기전도도는 대체적으로 완도 

산지 유묘와 유사하거나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여름인 8월의 경우 완도 산지 유묘의 

전기전도도가 더 낮아 우수한 활력을 보였다. 이는 완도 산지 유묘의 경우 모수가 

남부지역인 완도에 생육하는 것으로 모수 기후환경과 유사한 시기인 8월에 나타나는 유전적 

영향의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발아적온인 25℃ 보다 낮은 온도인 15℃에서 발아된 

종자로부터 육성된 수원, 평택, 덕유산 산지의 유묘는 대체적으로 비교구인 완도 산지 유묘 

보다 더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경기지역 일반 실생묘와 비교했을 때도 

유사하거나 더 낮았다. 

  오산 지역에 식재된 유묘의 내한성을 살펴본 결과, 저온 시기인 2월의 경우 여주 지역 

식재 유묘들 보다 더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어 스트레스 피해가 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7). 나머지 조사 시기에는 여주 지역 보다 더 높거나 유사하였다. 산지 간 

비교했을 때 여주 지역과 비슷하게 대부분 완도 산지 유묘 보다 더 낮거나 유사한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는데, 저온기인 2월과 11월은 차이가 현저하였다. 한편 발아적온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아된 종자로부터 생장한 유묘들은 여주 지역에서와는 다르게 완도 산지 

유묘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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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주(시험포지)지역에 식재된 편백나무 유묘의 전기전도도 및 전해질용출량

조사시기 구분
생엽(ds/m) 건엽(ds/m) 전해질용출량(%)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2월

수원 0.677 1.304 2.030 11.128 33.4 11.7

오산 0.517 1.106 2.059 13.862 25.1 8.0

평택 0.703 1.315 1.573 12.095 44.7 10.9

완도 0.716 1.318 1.868 11.883 38.3 11.1

수원 15℃ 0.600 1.080 2.510 9.884 23.9 10.9

평택 15℃ 0.617 1.218 2.229 11.458 27.7 10.6

덕유산 15℃ 0.502 0.960 1.443 8.394 34.8 11.4

4월

수원 0.551 1.429 2.220 16.255 24.8 8.8

완도 0.612 1.453 2.018 13.986 30.3 10.4

평택 0.641 1.564 2.899 14.847 22.1 10.5

오산 0.593 1.369 2.491 13.842 23.8 9.9

수원 15℃ 0.623 1.347 2.619 13.646 23.8 9.9

평택 15℃ 0.670 1.422 2.602 16.768 25.7 8.5

덕유산 15℃ 0.542 1.253 1.935 8.562 28.0 14.6

6월

수원 0.643 1.830 2.395 19.055 26.9 9.6

완도 0.671 2.551 2.198 16.788 30.5 15.2

평택 0.638 2.197 3.419 24.153 18.7 9.1

오산 0.641 1.640 2.429 19.164 26.4 8.6

수원 15℃ 0.584 3.816 3.714 20.516 15.7 18.6

평택 15℃ 0.544 3.818 2.196 17.492 24.8 21.8

덕유산 15℃ 0.593 2.694 1.984 15.630 29.9 17.2

8월

수원 0.403 1.361 1.547 15.866 26.0 8.6

완도 0.357 1.122 2.514 16.737 14.2 6.7

평택 0.469 2.092 2.144 18.231 21.9 11.5

오산 0.404 0.994 1.779 17.388 22.7 5.7

수원 15℃ 0.324 0.554 2.604 13.862 12.4 4.0

평택 15℃ 0.359 0.695 2.097 15.502 17.1 4.5

덕유산 15℃ 0.374 0.619 1.872 12.416 20.0 5.0

11월

수원 0.426 1.069 1.914 9.583 22.3 11.2

완도 0.558 1.245 3.478 10.951 16.0 11.4

평택 0.462 1.310 2.492 13.470 18.5 9.7

오산 0.541 1.163 2.504 11.717 21.6 9.9

수원 15℃ 0.448 1.086 2.742 10.546 16.3 10.3

평택 15℃ 0.476 0.932 2.632 10.964 18.1 8.5

덕유산 15℃ 0.414 0.932 2.028 8.724 20.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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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오산(시험포지)지역에 식재된 편백나무 유묘의 전기전도도 및 전해질용출량

조사시기 구분
생엽(ds/m) 건엽(ds/m) 전해질용출량(%)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30분 ·18시간

2월

수원 0.576 1.143 2.102 11.222 27.4 10.2

완도 0.673 1.277 2.407 11.337 27.9 11.3
평택 0.560 1.075 2.121 9.194 26.4 11.7

오산 0.571 1.057 2.314 12.236 24.7 8.6

수원 10℃ 　- 　- 　- 　- 　- 　-

완도 15℃ 　- 　- 　- 　- 　- 　-

덕유산 15℃ 　- 　- 　- 　- 　- 　-

덕유산 10℃ 　- 　- 　- 　- 　- 　-

4월

수원 0.778 1.284 2.306 12.199 33.8 10.5

완도 0.766 1.305 2.386 11.686 32.1 11.2

평택 0.895 1.439 2.552 11.241 35.1 12.8

오산 0.870 1.415 2.353 11.924 37.0 11.9

수원 10℃ 0.846 1.434 3.120 22.260 27.1 6.4

완도 15℃ 0.909 1.527 3.922 30.380 23.2 5.0
덕유산 15℃ 0.877 1.295 2.077 9.748 42.2 13.3

덕유산 10℃ 0.919 1.498 3.078 12.236 29.8 12.2

6월

수원 0.817 1.918 2.210 15.576 37.0 12.3

완도 0.858 1.895 1.841 12.517 46.6 15.1

평택 0.830 1.735 2.146 14.112 38.7 12.3

오산 0.741 1.215 2.242 16.347 33.1 7.4
수원 10℃ 0.838 1.317 1.771 15.988 47.4 8.2

완도 15℃ 0.889 1.229 1.892 20.622 47.0 6.0

덕유산 15℃ 0.793 1.209 1.990 15.724 39.8 7.7

덕유산 10℃ 0.840 1.185 1.643 12.270 51.1 9.7

8월

수원 0.421 0.784 1.364 13.555 30.8 5.8

완도 0.484 1.132 1.927 17.010 25.1 6.7
평택 0.497 1.081 1.595 12.963 31.2 8.3

오산 0.491 1.046 1.922 13.977 25.6 7.5

수원 10℃ 0.444 0.900 2.124 17.574 20.9 5.1

완도 15℃ 0.518 1.015 1.858 21.460 27.9 4.7

덕유산 15℃ 0.469 1.033 1.435 16.528 32.7 6.3

덕유산 10℃ 0.468 0.933 1.675 14.022 27.9 6.7

11월

수원 0.459 0.969 2.614 10.615 17.6 9.1

완도 0.546 1.075 3.195 12.167 17.1 8.8

평택 0.477 0.917 2.294 8.903 20.8 10.3

오산 0.456 0.998 2.402 11.608 19.0 8.6

수원 10℃ 0.447 1.053 2.416 13.502 18.5 7.8

완도 15℃ 0.578 1.238 2.619 18.500 22.1 6.7
덕유산 15℃ 0.466 0.872 2.274 9.696 20.5 9.0

덕유산 10℃ 0.451 1.024 2.195 11.204 20.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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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지역에 조림(식재) 편백나무의 월별 내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전도도를 조사하였다. 

30분간 편백나무 잎을 침지시켜 전기전도도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간 및 그룹간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체로 생장이 불량한 소그룹에서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 

2. 조사시기 간에는 식물의 생육 활동이 왕성한 8월경에 전기전도도가 가장 낮았는데, 

소그룹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3. 산지 간에 비교하였을 때 조사시기 중 가장 저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월의 

경우 용인지역 및 성남지역의 편백나무에서 가장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서울지역 편백나무의 전기전도도가 가장 높았다.

4. 중부지역 생육목으로부터 양묘된 유묘의 내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여주, 오산에 

식재하여 전기전도도를 확인한 결과, 중부지역 모수의 유묘는 저온 스트레스를 받았을 2월에 

비교구인 완도 산지 유묘 보다 대부분 낮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어 내한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부지역 편백나무 내한성 확인을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산지 또는 개체에 따라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생육개체 

간에 ‘생장우수(대)’ 그룹이 내한성이 더 높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수가 중부지역 

생육목인 경우 남부지역 모수를 생육목으로 했을 때 보다 중부지역에서 활력이 더 우수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추후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더 많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한성 실험을 

추진하여 중부지역에서 원활한 생육을 할 수 있는 내한성 개체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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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초임계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자체연구, R&D, 2019~2020)

채정우, 조희선

요   약

  본 보고서는 경기도가 연구 개발하여 취득한 잣 구과 부산물 화장품 특허 4개를 국내 

기업{(주)아로마뉴텍}에 기술 이전하였고, 이전된 특허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특허 이전 

기업{(주)아로마뉴텍}과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한 연구사업 ‘이전

기술사업화연구(연구명 : 잣 초임계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의 요약보고서입니다. 

상세내용 및 연구실험데이터 전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특허 출원 및 보안관계로 이 요약보고서에는 생략되었음을 밝힙니다.

Ⅰ. 서  론

1. 이전기술의 특징 및 우수성

  가. 잣나무 일반 개요 및 연구 동향

   1)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학명에도 

koraiensis로 표기되었듯 한국을 대표하는 상록침엽수종임. 자생지는 고조선 및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강 이북에서 한반도 전역 백두산까지와 현재의 중국 동북부 지방, 만주 

및 연해주 일대이며, 대한민국 전역에 197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조림이 되어 광대하게 

분포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표 수목임

   2) 높이 30 m, 지름 1 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로 수피는 회갈색이고 얇은 조각이 떨어짐. 

잎은 짧은 가지 끝에 3~5개씩 달리며, 뒷면에는 하얀 기공선이 있어 연한 초록색을 

띠고,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음. 

   3)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잣나무의 대한 연구를 보면, Lee 등(2003년, 목재공학회지, 31

권)은 잣나무 목부의 성분으로는 5-hydroxy-7-methoxyflavone, chrysin, pinocembrin, 

galangin, 3-hydroxy-5-methoxystilbene, pinosylvin 등의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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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잣나무 구과 정유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및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등에 대해서 모두 99.9% 이상의 

항균효과를 나타난다고 정 등(2010년,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은 보고하였음. 

   5) 잣나무 잎의 성분으로는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vanillic acid, syringic 

acid, p-coumaric acid, scopoletin, (+)-catechin 등의 물질을 Bae 등(2003년, 한국

생태학회지, 26권)이 분리 동정하였음

   6) 잣나무 잎 추출물에서 Propionibacterium acnes, Staphylococcus aureus, Pityrosporum 

ovale, Escherichia coli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타냈으며, 항균물질들이 kaempferol- 

3-O-glucoside (astragalin), kaempferol-3-O-arabinoside (juglanin) 등이라고 보고하였음

   7) 소나무가 분포하지 못했던 북부지방에서 주민들은 잣나무 잎을 “솔잎”이라 부르며 솔잎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소나무과의 특성상 독성이 거의 없어 다양한 활용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8) 그럼에도 과거 문헌 및 한의학 서적에서는 잣나무는 식용 가능한 열매인 해송자(海松子)

만이 소개되었고, 소나무처럼 다양한 부위(가지, 잎, 줄기, 구과 껍질)는 실제로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었음에도 소개되지 못하였음. 이는 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양(현재의 서울) 

및 남부지방에서는 소나무만 주로 분포하고 잣나무가 거의 분포하지 않았고 북부지방 

민가에서 활용되는 잣나무를 보더라도 소나무와 형태가 유사하여 별도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9) 즉, 소나무를 활용할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기에 차별성을 

얻기가 어려워 신규 특허 취득이 어려운데 반해, 잣나무 및 잣 구과 부산물 등을 활용할 

경우 과거 문헌에 기록된 바가 없기에 신규성 확보가 용의하여 특허 취득이 용의하고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을 가능성 높음

  나. 버려지는 잣구과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1) 성숙한 잣구과 (약 570 g)에서 식용이 가능한 백잣의 비율은 전체무게의 12.8% 

(약 72.6 g)에 불과하여 나머지 87.2% (약 497.4 g)에 해당하는 구과피, 외종피 등의 

부분은 방치되거나 버려지고 있음

   2)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고산지대를 제외한 한강 이남지역에서 잣구과가 정상 크기로 

자라나지 못하고 생장이 멈춰버리는 미성숙 잣구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거나 폐기되고 있음

   3)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잣구과 부산물과 미성숙 잣구과는 높은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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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과 생리활성 및 화장품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목적 상품인 

화장품의 재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더욱이 해당 재료를 기반으로 등록된 경기도의 

특허를 기술이전 함으로서 검증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한 조속한 산업화와 높은 기능성의 

다양한 제품을 안정되게 개발 및 상용화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 

할 수 있음

   4) 본 기술은 이러한 사유로 버려지는 잣구과 부산물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만듦으로서 

환경 오염원의 배출 감소, 폐기자원의 재활용 및 잣재배 농가의 소득증대 등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사용할 재료의 높은 경제성 및 재료 공급의 안정성

   1) 본 연구에 적용되는 재료인 잣나무 구과 부산물 및 잣 잎은 상시 경기도 가평 및 강원도 

등에서 매년 다량이 채취되는 재료로서 재료 공급의 안정성이 높으며, 현재 식용되고 

있는 잣나무 열매인 해송자(海松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함께 채취되는 부산물로서 

별도 채취비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잣구과 부산물인 잣 구과피와 잣 외종피의 

경우 현재 80kg 쌀가마니에 가득 담을 경우 5,000~10,000원으로 유통되고 있어 다른 

천연물 식물재료에 비하여 월등히 저렴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제품 가격의 절감과 

순이익 상승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

Ⅱ. 재료 및 방법

1. 개발기술 및 제품 소개

  가. 초임계 추출물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성 소재개발

    1) 이전된 특허는 에탄올 및 열수로 추출한 폴리페놀을 기반으로 한 성능 검증된 물질이며, 

해당 물질을 활용하여 개발된 화장품에 대한 특허임

    2) 기존 물질만으로도 높은 항산화 및 화장품 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의 개선 및 새로운 특허를 창출한 필요가 있음

    3) 이에 기존에 시도된 바 없는 방법인 초임계 추출을 활용한 재료 추출 및 기존 재료와의 

균등혼합을 통한 새로운 재료로서 산업화를 추진할 것임

    4) 본 연구에서는 최적 초임계 추출법 적립 및 기존 재료와의 혼합법 적립과 적립된 

재료를 사용한 성능검증 및 신제품 라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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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능성 소재 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있는 화장품 개발

    1) 국내 토종자원인 잣구과와 아산온천수를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처방개발

    2) 제품의 피부보습, 피부자극시험, 미백 및 주름개선 임상시험을 통한 제품성능 인증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해외인증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CFDA, CPNP)

    4) 잣구과 관련 재배농가의 임업사업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대

    5) 국내 토종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의 인근 동종업계 기술 지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기여

2. 개발내용 및 개발 범위

  가. 생리 활성 실험재료 시기별 시료 채취

    1) 잣구과(성숙·미성숙 잣구과) : 총 2회(2019년 10~11월, 2020년 3~4월)

    2) 잣잎 : 총 2회(2019년 10월, 2020년 6월)

  나. 재료 가공 : 기초 효소실험을 위한 추출 및 동결건조 실시

    1) 양지 및 음지에서 자연건조 후 분쇄

    2) 각 시료별 대형 고압환류냉각 열수추출기 이용 열수 추출(시료별 72시간)

    3) 각 시료별 에탄올 침수 추출(3일 × 3회)

    4) 각 시료별 농축 및 동결건조 실시(일부 재료는 액상보관)

  다. 시기별 활성 검증 통한, 시료별 최적 사용 시기 확립

    1)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2) 전자공여능 측정

    3) SOD-유사활성 검증

    4) ABTS+ radical 소거능 검증

    5)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6)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7) 피부수렴 활성 측정

  라. 초임계 추출물의 발효추출물의 화장품 약리활성검증

    1) 유산균을 이용한 온천수의 잣구과 복합추출의 발효소재개발 

    2) 발효추출물과 아산온천수의 조합을 통한 기능성화장품소재의 최적화

  마. 잣구과 복합추출물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3건

    1) 아이에센스, 딥크렌징오일, 진정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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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개발내용 및 결과
  가. 잣구과 관련 복합추출물의 화장품약리 활성 검증 

    - 초임계 복합추출물의 약리활성검증 

  나. 유산균을 이용한 잣구과 복합추출의 발효소재개발 

  다. 발효추출물과 아산온천수의 조합을 통한 기능성화장품소재의 최적화 

    - 신규 복합추출물 및 발효소재를 활용한 개발제품의 유효성평가 

    - 화장품유효성평가(피부자극, 미백, 주름) 

  라.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3건(아이에센스, 딥클렌징오일, 진정크림) 

 2. 개발 기술의 의의
  가.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접목된 초임계 추출법과 발효추출물의 소재 개발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차별화된 기능성 소재 개발기술 확보 

  나. 자사만의 고부가가치 화장품 소재확보와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다. 안정적인 공급 망을 통한 소재개발의 확장성 및 농가소득 확대가능

 3. 적용 분야
  가. 화장품 소재개발 및 동 분야의 소재시장 진출

  나.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및 생산화

  다. 바디 및 페이셜 스크럽제로서의 후보물질 

  라. 면역력 향상 가능한 축산업계 사업연계

Ⅳ. 개발제품

<기술개발사업 연구 성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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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유림의 가치 제고 방안 연구
(자체과제, 2020 ~ 2023년)

배찬호, 김선희

요   약

  경기도의 도유림은 635필지 25,196ha에 대부분의 도유림이 용재수종 위주의 조림 및 

숲가꾸기로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용재목 조림 등 도유림의 기존 용도를 벗어나 경관

특화숲, 밀원수림 조성, 도유림 내 자원탐색 및 자원식물의 임내 시범식재 등을 통하여 

도유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관특화숲용으로 루브라참나무 9,000본(3ha)과 대왕참나무 3,000(1ha)본을 가평군 화악리 

도유림에 식재하였으며, 향후 루브라참나무의 종묘확보용으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도유림의 

루브라참나무 임분 2ha를 채종임분으로 지정하였다.

  밀원수림용으로 헛개나무 30,000본(10ha)을 가평군 북면 화악리 도유림에 식재하여 

지역 양봉 및 한봉산업을 위한 기반마련을 시작하였다. 헛개나무와 함께 주요 도유림 

지역인 가평, 포천 등의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시범식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지형 속성수 자원확보를 위하여 사시나무 교잡종 25클론 720본을 남양주시 화도면 

차산리 도유림에 시범식재하였다. 이는 바이오순환림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유휴농경지  

등에 식재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림소득식물의 임내생육을 조사하기 위하여 눈개승마 100주와 참취 100주를 가평군 

적목리 도유림에 시범식재하여 기존 임지에 소득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산림청에서 지원

하는 단기소득임산물은 수실류 등 총 79종으로 이 중 도유림내에 자생하는 자원을 탐색하고 

개발하여 추가적인 소득식물을 발굴할 수 있다.

  도유림의 지적 및 임·소반도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인 QGIS 및 구글어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향후 효율적인 도유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와 함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면 조림 사

업, 숲가꾸기 사업, 병해충 방제, 주요 식물자원의 위치 표기 등 도유림 가치 제고에 필

수적인 요소를 별도의 비용없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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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기도의 도유림은 635필지 25,196ha이고, 가평군에 전체 도유림의 72.7%가 위치하며, 경기도 

남부지역의 시험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유림이 용재수종 위주의 조림 및 숲가꾸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도유림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도유림이 소득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2020년 1월에는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유림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역 산림조합 및 지역주민과의 공동산림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유림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도유림의 중장기 운영방안”(2011)에서 

탄소경영, 지속가능성, 목조타운하우스 개발, 산사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생활환경보전림 

사업 추진, 수원함양림 투자, 북한지역 산림녹화 준비 등을 언급하였으며, 2018년 산림과에서 

작성한 정책과제 보고서“경기도 도유림 관리방안 및 정책 제안”에서는 도유림의 자원조사 및 

용도설정, 축령산 일원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순환형 산림경영체계 구축, 목재 소비 활성화,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산림인증제도 및 산림탄소상홰제도 활용, 도립 수목장림 조성, 

도-시․군 주민간 도유림 사용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되었다.

  가평군에서 작성한 “가평군 2030 산림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서는 행정구역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웰빙, 치유 및 에코힐링 산림 휴양 트렌드에 대처하고, 

산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 대표

임산물인 잣에 대하여 채취인구 인구고령화 등에 대한 방안 수립, GIS프로그래을 이용한 

지역 산림환경의 파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건강성, 생산성 증진 및 산림 재해저감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의 지역발전에의 기여 등을 해외사례 및 산림관련 계획과 

정책 및 법률 등을 통하여 언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산림경영,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 안정화 등을 기대효과로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고부가 자생식물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람·학습·휴양·학술연구 기능을 포함하도록 조성하여 

수목원 또는 식물원과 비슷한 개념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유림 보호협약을 

통한 임산물 양여 추진을 제안하여 군유림(860ha)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유림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유림의 용재목 조림 등 기존 용도를 벗어나 특화숲 조성, 새로운 수종 선정,  

자원탐색 및 자원식물의 임내 시범식재 등을 통하여 도유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인근 주민들

과의 협력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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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경관·밀원수 특화숲 조성

  가. 조성목적

    1) 경관숲: 산림청 백두대간 산림복합경관숲 조성사업으로 1일 10여명이 이용하던 산골 

간이역(분천역)이 1일 1,500여명이 이용하는 관광지로 바뀐 사례가 있으며,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제주도 비자림, 장성군 편백림 등의 경관숲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밀원수림: 밀원수는 직접적인 산림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나 양봉산업과 한봉산업에서 

주요 자원으로 사용되어 지역소득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또한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밤나무, 피나무 등의 밀원수종이 식재되고 있으며, 가평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하며 과병에 간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을 가지는 헛개나무 등을 

조림하여 지역소득에 도움이 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경관특화숲 조성

    1) 대상수종: 루브라참나무, 대왕참나무

    2) 선정사유: 루브라참나무와 대왕참나무는 단풍이 붉게 물드는 redoak 계열의 참나무이며 

가칭 ‘붉은참나무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통직한 수간으로 향후 유용한 

용재수로 사용 가능한 수종이다.

    3) 식재위치: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314-1

    4) 식재면적 및 본수

      가) 루브라참나무: 3.0ha / 9,000본

      나) 대왕참나무: 1ha / 3.000본

  나. 밀원수림 조성

    1) 대상수종: 헛개나무

    2) 선정사유: 헛개나무는 갈매나무과 헛개나무속의 교목으로 산림청 밀원수종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양봉과 한봉분야 모두 헛개나무를 선정한 바 있는 밀원수종이며 

음지와 양지에서 잘 자라는 중용수이면서 내한성과 내건성이 강한 수종이다.

    2) 식재위치: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290

    3) 식재면적 및 본수: 10ha / 30,000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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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형 사시나무(속성수) 우량목 적응 시험 시범식재

  가. 식재 목적: 사시나무는 버드나무과 사시나무속의 교목으로 극동러시아에서 한반도의 

백두대간 등에 분포한다. 사시나무속(Populus)은 생장이 빠른 속성수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종 사시나무속의 도입과 교잡을 

통하여 이태리포플러, 현사시나무 등 국내에서 생육이 가능한 사시나무 

종류를 육성해왔으며, 그 중 사시나무는 해발고가 높은 산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종류로 이를 교잡한 품종을 통하여 바이오순환림 등의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범식재를 실시하였다.

  나. 식재 내역: 사시나무류 교잡종 25개 클론 720본(1-0클론묘)

  다. 식재 위치: 남양주시 화도면 차산리 산143-1

  라. 식재 면적: 0.7ha

3. 산림소득식물 2종 시범식재

  가. 산림소득식물

    1) 정의: 산림의 소득원으로는 용재수가 있을 수 있으며, 유실수, 버섯, 산나물 등의 

종류가 있다. 주로 용재수림의 내부에 식재하여 토지사용 효율을 높이고, 

단기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 

이라는 명칭으로 벌기령이 긴 목재에 비하여 단기에 소득이 발생하는 임산물로 

재배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대상종: 눈개승마(삼나물), 참취

    1) 선정사유: 눈개승마는 ‘삼나물’의 유통명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참취는 곰취와 함께 

‘취나물’로 유통되고 있다. 취나물과 눈개승마는 산림청 단기소득임산물 

지원대상 79종에 포함되며, 가평지역에서의 재배가능성을 알아보기 이하여 

시범식재 하였다.

  다. 식재 위치: 가평군 적목리 산1-1

  라. 식재 면적 및 본수: 0.002ha / 대상종별 100본(총 200본)

4. 도유림 도면 전산화

  가. 대상: 도유림 전체

  나. 사유: 도유림의 전산자료는 기존 산림청 FGIS를 기반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구입된  

워크스테이션과 전용 소프트웨어로 수치지형도를 작성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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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드웨어의 사양이 노후화되고, FGIS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도유림 전산자료를 다시 작성하고, 웹기반의 3D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현재 추세에 맞는 GIS자료를 운용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도유림 관리를 수행하고자 도유림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다. 내역: 지적, 임·소반 자료 등

  라. 방법

    1) 사용 소프트웨어: QGIS1), Google Earth2)

    2) 사용 하드웨어: 개인별 PC 활용

    3) 작성방법: 기존의 임·소반 전산자료, 국가 제공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을 

병합하여 자료 전산화

  마. 활용방안

    1) 임·소반 면적별 통계: 조림수종별 면적합계, 지적과 임·소반 경계의 불일치 확인 등

    2) 임·소반 별 입지를 반영한 조림 사업에 활용

     - 임·소반별 사면방향, 경사도, 면적, 주변 조림수종 등의 조림사업 사전자료를 

사무실에서 계획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거상황 등 조림지 주변을 파악하여 

적지적수를 계획할 수 있음

    3) 병해충 방제에 활용

     - 사면방향, 풍향, 경사면적 등 입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약제살포를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방제작업 추진 가능

Ⅲ. 연구결과

1. 경관·밀원수 특화숲 조성

  가. 경관특화숲 조성

   1) 식재위치: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314-1

   2) 식재 수종: 루브라참나무, 대왕참나무

1) QGIS: 자유 오픈소스 지리정보 시스템, 컴퓨터 등에서 공간정보 생성·편집·시각화·분석·
발행 (https://www.qgis.org/ko/site/)

2) Google Earth(구글어스):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 영상 지도 서비스, 위성이미지, 지도, 지형 및 3D 건물

정보 등 전 세계의 지역정보를 제공(https://www.google.co.kr/intl/ko/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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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경관특화숲 조성 내역

시·군 읍·면 리 지 번 수  종 규격 사업면적
(ha)

본수
(본) 비고

합        계 4 12,000

가평 북면 화악 산314-1 루브라참나무 1-0 3.0 9,000 경관숲

가평 북면 화악 산314-1 대왕참나무 1-0 1.0 3,000 경관숲

  나. 밀원수림 조성

   1) 식재 위치: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290

   2) 식재 수종: 헛개나무

   3) 향후 연구: 주요 도유림 지역인 가평, 포천 등의 기후에 적합한 쉬나무, 피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황벽나무, 때죽나무 등의 수종을 검토하여 도유림에 식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2. 밀원수 특화숲 조성 내역

시·군 읍·면 리 지 번 수  종 규격
사업
면적
(ha)

본수
(본) 비고

가평 북면 화악 산290 헛개나무 1-0 10 30,000 밀원숲

  다. 경관특화숲 조성용 양묘를 위한 루브라참나무 채종임분 지정

   1) 위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 185-1

   2) 면적: 2.0ha

   3) 임령: 22년 (1998년 조림)

   4) 사유: 루브라참나무는 1970년대 국립산림과학원(당시 임업연구원)에서 도입하여 국내 

적응성을 시험하였으며, 이와 함깨 도입된 대왕참나무는 도입 초기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식재되었으나, 대왕참나무는 가로수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양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루브라참나무는 시범식재 이후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종자공급원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양묘와 조림을 

위하여 종자공급원 지정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통삼리 

일대에 2ha 면적의 루브라참나무 임분이 있어 향후 소요될 종자의 공급을 

위하여 이를 채종임분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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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리: 루브라참나무는 종자가 국내 참나무류의 종자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이를 

주민들이 채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도로변 위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훼손과 

채취에 대비하였다.

그림 1. 루브라참나무 채종임분 위치 및 생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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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형 사시나무(속성수) 우량목 적응 시험 시범식재

  가. 식재 목적: 산지형 속성수인 사시나무의 클론을 식재하여 향후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식재 내역: 사시나무류 교잡종 25개 클론 720본(1-0클론묘)

표 3. 사시나무류 식재 세부내역

구분 조합 클론명 식재 본수 부여번호

합 계 720본 25클론

종간 교잡종

은백양2호×현사시4호 AAG-77 30 No 1

은백양2호×사시나무 99-17 AD-5 30 No 2

은백양2호×사시나무 99-17 AD-60 30 No 3

은백양2호×사시나무 99-17 AD-96 15 No 4

은백양2호×사시나무 99-17 AD-99 30 No 5

선발 클론

사시나무 오대19  30 No 6

사시나무 대현9 30 No 7

사시나무 쌍전9 30 No 8

유럽사시나무 

교잡종

P. alba×P. grandidentata cl. H337 30 No 9

P. alba×P. grandidentata cl. H425-4 15 No 10

교배조합

사시나무(99-48)×수원사시나무 DG 30 No 11

사시나무(99-48)×현사시나무(4호) DAG 30 No 12

현사시나무×사시나무(99-17) AGD 30 No 13

현사시나무×현사시나무(4호) AGAG 30 No 14

종간 교잡종

3배체*

현사시나무♀(2배)×현사시나무(4배체) 1 30 No 15

현사시나무♀(2배)×현사시나무(4배체) 15 30 No 16

현사시나무♀(2배)×현사시나무(4배체) 20 30 No 17

은백양♀(2배)×현사시나무(4배체) 5 30 No 18

은백양♀(2배)×현사시나무(4배체) 6 30 No 19

은백양♀(2배)×현사시나무(4배체) 7 30 No 20

사시나무♀(2배)×현사시나무(4배체) 25 30 No 21

사시나무♀(2배)×현사시나무(4배체) 113 30 No 22

사시나무♀(2배)×현사시나무(4배체) 117 30 No 23

현사시4호 현사시나무 현사시4호 30 No 24

교배모수 은백양(암그루) 은백양2호 30 No 25

※ 상기 사시나무류 클론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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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재 위치: 남양주시 화도면 차산리 산143-1

  라. 식재 면적: 0.7ha

도유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143-1

시험림 조성위치

약 0.7ha

그림 2. 산지형 사시나무 식재 위치도



- 114 -

식재 전(접근로 정비) 식재 전(임지 정리)

식재 중 식재 후

식재 후 식재 후

그림 3. 산지형 사시나무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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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소득식물 2종 시범식재

  가. 식재목적: 기존 임지에 산림소득식물의 적용을 통한 임지소득 제고

  나. 식재수종: 눈개승마(100주), 참취(100주)

  다. 식재위치: 가평군 적목리 산1-1

  라. 식재면적: 18㎡ / 식재간격 30×30cm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

양림

소득수종
식재지

위치도 식재지 현황(자작나무숲)

산림소득 수종 2종(눈개승마, 참취) 식재(30cm 간격)

눈개승마 취나물(참취)

그림 4. 산림소득식물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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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유림 도면 전산화

  가. 작성목적: 도면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유림 관리

  나. 대 상 지: 연구소 관할 도유림 전체

  다. 내    역: 지적도, 임·소반 경계 등의 전산화

  라. 결 과 물: QGIS 및 구글 어스 이미지 등

 

그림. 5 QGIS에 작성된 도유림 경계(가평, 포천,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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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글어스용으로 작성된 도유림 경계표시(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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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경관특화숲용으로 루브라참나무 9,000본(3ha)과 대왕참나무 3,000(1ha)본을 가평군 화악리 

도유림에 식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식재를 위한 루브라참나무의 종묘확보용으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도유림의 루브라참나무 임분 2ha를 채종임분으로 지정하였다. 향후 조림

사업에 새로운 경관수 수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연관하여 도유림의 경제성 

및 지역주민의 소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밀원수림용으로 헛개나무 30,000본(10ha)을 가평군 북면 화악리 도유림에 식재하여 향후 

지역 양봉 및 한봉산업을 위한 기반마련을 시작하였다. 향후 주요 도유림 지역인 가평, 

포천 등의 기후에 적합한 쉬나무, 피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황벽나무, 때죽나무 등의 수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산지형 속성수 자원확보를 위하여 사시나무 교잡종 25클론 720본을 남양주시 화도면 

차산리 도유림에 시범식재하였다. 속성수는 바이오순환림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유휴농경지, 한계농지 등에 식재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4. 산림소득식물의 임내생육을 조사하기 위하여 눈개승마 100주와 참취 100주를 가평군 적목리 

도유림에 시범식재하여 기존 임지에 소득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단기소득임산물은 수실류 14종, 버섯류 8종, 산나물류 12종, 약초류 18종, 약용류 20종, 

수목부산물류(수액, 잎, 가지, 껍질, 뿌리, 새순 등), 관상산림식물류 6종 등 총 79종으로 

도유림내에 자생하는 자원을 탐색하고 개발하여할 필요가 있다.

  5. 도유림의 지적 및 임·소반도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인 QGIS 및 구글어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향후 효율적인 도유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유림 관리에 

GIS의 활용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방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면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 병해충 방제, 

주요 식물자원의 위치 표기 등 도유림 가치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를 별도의 비용없이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GIS기반으로 축적하여 도유림 관리에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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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잣 농약잔류 조사
(연구 용역과제, 2020년)

권건형, 이진흥, 오준식, 정윤미

요   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나무주사 후 잣나무에서 수확되는 과실(잣)에서 약제 잔류량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 Abamectin DC, Emamectin benzoate EC, Thiamethoxam DC, 

Abamectin ․ Sulfoxaflor DC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잣나무 조림지에 살충제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약제 잔류량 분석을 위해 잣 수확시기인 가을철에 시료분석을 위한 잣을 채취하였다. 

  잣나무에서 나무주사 후 잔류량을 분석할 결과 200개 시료 중 191개 시료가 분석되었으며, 

Abamectin B1a 정량과 배량 모두 검출한계( <0.01mg/kg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Emamectin 

benzoate(Emamectin B1a, Emamectin B1b)는 배량에서 검출한계( <0.005mg/kg )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정량의 경우 평균 0.014±0.007mg/kg이 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amethoxam는 정량에서는 25개 시료 중 1개시료에서만 검출(0.062mg/kg)되었으며, 배량은 

25개 시료중 16개 시료에서 평균 0.066±0.016mg/kg이 검출되었다. Abamectin ․ Sulfoxaflor 

DC에서 Abamectin B1a 은 정량, 배량 모두 검출한계( <0.01mg/kg) 이하로 분석되었지만, 

살충제로 사용되는 Sulfoxaflor의 경우 정량에서 0.083±0.017mg/kg, 배량에서

0.102±0.033mg/kg이 검출되어 Thiamethoxam과 Sulfoxaflor와 같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성분이 잔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Ⅰ. 서  론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 면적이 증가하여 

1997년 전남 구례, 경남 함안, 1998년 경남 진주, 1999년 경남 통영, 2001년 경남 거제, 

전남 목포 등 남쪽 지방으로부터 북쪽으로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며, 2007년 9개 시·도 55개 

시·군·구까지 확산되었다. 최초 발생된 이후 특별법제정(`05년), 인력·예산 대폭 확충 및 방제방법 

보완 등 적극적인 방제를 한 결과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고온현상·가뭄 등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 존치·피해목 무단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결합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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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총력 방제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감소

추세로 전환 되었으나 2014년에는 제주 및 경북 영주, 경주, 서울시까지 확산되어 피해면적, 

본수는 감소된 반면 피해지역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1900년대 초반 큐슈지방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1905년 

나가사키에서 38본 발생하였으나 천공성 해충의 피해로 오인 발생초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시까지 일부 박피소각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산되었다. 특히 2차 대전 

중에 갱목, 선박 및 차량용재, 전후에는 연료, 건축용재로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47년 전국 조사결과 동북 6개 부현을 제외한 35개 부현으로 확산, 총 피해량 108만m3이 

발생하였다. 유럽의 경우 1999년 포르투갈 남서부 해안도시 Setubal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2008년에는 급속도로 중부지역으로 확산, 전역이 위험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포르투갈 본토와는 떨어진 Madeira 섬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하여 방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2008년 포르투갈에서 

북쪽의 국경에서 약 40km 떨어진 Extremadura의 `Sierrade Dios Padre`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후 평균 1~2년 간격으로 포르투갈 국경과 연접한 4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현재 5개 지역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1960년대부터 약제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963년 피해목 

벌채 후 유기염소계 살충제 처리, 1964년부터 건전목에 대해서도 약제살포 실시, 1971년부터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유기인계 살충제로 대체 하였다. 1972년 소나무재선충을 발견하므로서 

재선충과 매개충(하늘소류)의 관계가 구명됨에 따라 다양한 방제기술이 개발되었다. 물리적 

방제방법으로 벌채후 파쇄, 소각, 매몰, 고주파, 감마선 조사등을 실험하였고, 화학적 방제방

법으로 훈증(메탐소디움), 지상살포(메프유제 등), 항공약제 살포, 나무주사(그린가드 등)와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백강균 등 천적미생물, 천적 곤충 및 미소동물, 조류의 이용과 소나무림 

토양 개선, 저항성 수종갱신 등의 임업적방제가 이루어졌다. 1977년 소나무재선충 특별조치법을 

1997년까지 시행하며 현재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부현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특별히 보존해야 할 소나무림의 경우 민간 합동으로 철저한 방제에 의해 

잘 보존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방제 전략 및 방제 방법으로는 매개충의 조절 및 박멸을 위한 

방법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하여 피해지역과 건전지역의 중간지역을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방법과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매개충 포획방법, 

`그물망`을 이용한 목재 이동 및 매개충 살충효과를 이용한 방제, 피해목 파쇄, 나무주사 

예방법, 감염목 훈증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스페인의 방제 방법으로는 발생 즉시 박멸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찰을 강화하여 모두베기를 주로 사용하며 감염목 대부분 파쇄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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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방제를 별로로 하지 않고 있다. 페로몬 연구의 원조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페로몬 

트랩은 방제에 이용하기 보다는 모니터링용으로 매개충의 생태, 이동 등 확산 양상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은 2015년 제정되어 5번의 개정을 통해 방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중앙방제대책본부를 비롯해 지역방제대책본부, 모니터링센터, 역학조사반 그리고 

진단기관의 조직을 설치하고 예찰 및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발생상황을 확인하므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다. 신규발생지 등 

긴급방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발생지역 및 주변산림 정림조사, 방제대책회의, 

긴급방제조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언론홍보 및 지역주민안내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방제방법으로는 하늘소류 우화시기에 약제 항공살포와 단목 또는 소면적의 임분에 

살포하는 지상살포 방법과 나무주사를 통한 예방 방법, 유인목 설치 및 유인트랩, 모두베기와 

소구역 모두베기 및 피해목을 벌채하여 훈증 또는 소각, 파쇄하는 임업적 방제 방법 등이 있다.

  예방나무주사 방법은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과 국가 주요시설, 생활권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송이버섯, 식용 

잣 채취지역 등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국내 식용 잣의 높은 수확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07년 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초 보고된 이래 경기도 잣나무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식용하는 잣의 약제 잔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으로 약제잔류 분석을 하므로써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에 도입되어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의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0.05ppm에서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낮아지므로 관리기준에 맞춰 

잣나무에서 수확하는 식용 잣의 나무주사 후 농약약제 잔류검사를 통해 안전 섭취량 설정에 

대한 연구와 신뢰성 있는 농약안전관리, 농약에 따른 1일 섭취에 관련된 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농약사용에 있어서 섭취량자료와 연계하여 위해성평가 등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살선충제 나무주사 처리된 잣나무에서 수확하는 식용 잣의 농약잔류량을 분석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맞춰 나무주사된 잣나무에서 수확한 

식용 잣 섭취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 안전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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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약종

  실험에 이용한 약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로 사용되는 4약종을 

공시하였으며, 처리약량은 1년차(당해연도)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흉고직경cm당 1.0㎖, 2년차 

아바멕틴 유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흉고직경 cm당 1.0㎖,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흉고

직경cm당 0.5㎖을 나무주사를 실시하였다.

표 1. 공시약종

일   반   명 유효성분(%) 제형 처  리  량

Abamectin 1.8 EC 1.0㎖/흉고직경(cm);원액

Emamectin benzoate 2.15 EC 1.0㎖/흉고직경(cm);원액

Thiamethoxam 15 DC 0.5㎖/흉고직경(cm);원액

Abamectin 1.8 DC 1.0㎖/흉고직경(cm);원액

2. 약제의 나무주사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잣나무 조림지로 평균수고 21m, 평균 흉고직경 34cm로 가지치기, 

숲가꾸기 등 임분 관리가 매우 잘 된 지역에 구과 결실이 좋은 잣나무를 공시목으로 선정하였다. 

Abamectin EC, Emamectin benzoate EC, 2약종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7일, 

Thiamethoxam DC은 4월 15일에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2월 19일에 아바멕틴 

분산성액제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하였다. 공시목은 각 약제별로 

5본을 선정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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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전경                                나무주사

        그림 1. 나무주사 시험지 전경 및 나무주사

3. 시료의 수확 및 조제

  잣나무에서 농약잔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위해 9월 14일 ~ 9월 17일 걸쳐 약제별로 

5본씩 나무주사 된 공시목에서 상단부에 잘 결실된 5개의 구과를 각각 채취하여, 채취된 

시료는 실험실로 옮겨 구과피와 외종피를 분리 후 식용되는 실잣을 선별하여 즉시 냉동 

보관하였다.

   

        잣나무 시료 채취를 위한 등목                      시료 조제

                         그림 2. 잣나무 시료 채취 및 조제

4. 시험 방법

 가. 분석방법

  농약잔류분석은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수율 검정 실시 후 분석하였으며, 잣나무에 열리는 

구과내 식용 잣의 농약잔류분석을 수행하였다. 잔류농약은 Abamectin B1a, Emamectin 

benzoate(Emamectin B1a, Emamectin B1b), Sulfoxaflor, Thiamethoxam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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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분석용 시약 및 기구와 분석기기

시약 및 기구 분석기기

1 Acetonitrile: HPLC grade (Fisher science)

LC-MS/MS(Shmadzu, LCMS-8050, Japan)

2 Formic acid: ≥ 98.0% (HPLC grade, Merk)

3 Ammonium fluoride: ≥ 99.0% (Fluka)

4 QuEChERS Extraction Salts: EN Method Extraction Kits

5 시료균질기: VIBA 330 (Collomix)

6 원심분리기: Centrifuge 5804R (Eppendorf)

5. 분석 시료의 전처리

  시료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였고 이산화탄소를 소거 된 후 폴리에틸렌병에 

넣어 –20℃에서 냉동보관하였으며, 시료의 분석은 QuEChERS 전처리법을 이용하였다.  

시료칭량 ○ 15 mL 원심분리관에 균질화된 시료 1 g 을 칭량
↓

추출 및 

분배

○ 증류수 0.5 mL를 첨가하여 습윤화를 시킨 후, 아세토니트릴을 

    5 mL 주가한 후 1분간 진탕

○ 4 g MgSO4, 1 g NaCl를 첨가한 후 다시 1분간 퀘쳐스 전용 균질기로 진탕

○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4 ℃, 4,000 rpm/min.으로 10분간 원심분리

  * MgSO4는 수분이 있을 경우 열이 발생하면서 응집하므로 신속히 

 흔들어 냉각된 원심분리기 또는 냉각조에 넣어 식힘

↓

정 제

○ LC-MS/MS

- 상등액을 0.2 m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하여 시액으로 사용

- 이동상 초기조건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시료액 500 mL에 완충용액 400 mL, 

아세토니트릴 100 mL(완충용액과 아세니트릴 4:6비율의 혼합액)를 넣어 

1000 mL로 맞춰 바이알에 담음
↓

기기분석 ○ LC-MS/MS

그림 3. 분석시료의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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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조건

  본 실험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himadzu LC-MS/MS, LC-MS8050, Japan)을 사용하였다. 

 표 3. LC-MS/MS 기기분석 조건

Nexera X2 Liquid chromatograph (Shimadzu, Japan)

Column Kinetex PS C18 (100 mm x I.D 2.1 mm, 2.6 mm)

Column Temp. 40℃

Injection volume 10 uL

Mobile phase
A = 0.1% formic acid+1 mM ammonium fluoride in Water

B = 0.1% formic acid+1 mM ammonium fluoride in Acetonitrile

Gradient

Time flow (mL/min.) A (%) B (%)
Initial 0.3 90 10

1.5 0.3 90 10
3.0 0.3 60 40
5.0 0.3 5 95
7.0 0.3 5 95
7.1 0.3 90 10
10.0 0.3 90 10

LC/MS-8050 (Shimadzu, Japan)

Ionization Electrospray Ionization (positive)

Interface temp. 150℃

Heat block temp. 400℃

DL Temp. 220℃

Nebulizing gas Flow 3 L/min.

Heating gas Flow 10 L/min. (air) 

Drying gas Flow 10 L/min. (nitrogen) 

MRM Detection Timed SRM (Selected Reaction Monitoring) mode,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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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LC-MS/MS분석 성분 SRM 조건

Compound
RT

(min)
Ionization

Precursor ion >Product ion (CE, eV)

Quantifier  ion　 Qulifier  ion

Abamectin B1a 6.26 [M+NH4]+ 890.5 > 305.25 -28 890.5 > 567.35 -17

Emamectin B1a 5.24 [M+H]+ 887.1 > 158.25 -38 887.1 > 159.20 -36

Emamectin B1b 5.13 [M+H]+ 872.4 > 158.20 -37 872.4 > 82.05 -55

Sulfoxaflor 4.56 [M+H]+ 278.1 > 174.10 -12 278.1 > 154.15 -28

Thiamethoxam 3.78 [M+H]+ 291.9 > 211.10 -14 291.9 > 181.10 -23

 

7. 시험법 검증

 가. 분석법의 회수율

  분석법에 대한 검증하기 위하여 식용 잣에서 회수율을 구하였다. 회수율 시험은 잣 시료 

5g에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전처리방법과 동일하게 회수율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처리수준은 

10, 50µg/kg, 5반복으로 진행하였다. 적정 회수율 범위는 70-120%, 반복 회수율 수치간 

변이계수 20% 이하로 하였다. 회수율 시험은 제조한 표준품 혼합용액을 시료에 첨가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표 5. 회수율 시험 수준

시료 시료량(g) 처리수준(µg/kg) 반복수

잣
5 10 5

5 5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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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분석법의 회수율

  회수율 시험은 제조한 표준품 혼합용액을 시료에 첨가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잣나무에서 식용으로 이용하는 실잣 1g에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3반복 

실험하였으며, 10, 50ug/kg 두가지 농도에서 회수율 결과는 표 6과 같이 각각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농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시된 3개 약종 모두 적정회수율 

범위인 70-120%였으며, 변이계수 20% 이내를 만족하였다.

 표 6. 공시약제별 분석법의 회수율 

No. 성분명
첨가농도

(㎍/kg)

회수율

(%)

변이계수

(RSD, %)

1 Abamectin B1a

10 98.4 3.0

50 94.7 2.3

2
Emamectin benzoate

(Emamectin B1a + Emamectin B1b)

10 86.7 2.2

50 83.1 5.2

3 Thiametoxam
10 98.4 3.0

50 92.7 3.7

2. 잣나무 식용 잣 약제 잔류량 분석

  시료의 분석을 위하여 약제당 처리량(정량·배량)별로  25개 구과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구과를 채취하였으나 정선과정에서 결실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잣종실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것은 시료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나무주사약제 4종 약제 잔류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았으며, 각 약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부터 표 12까지의 결과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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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잣나무에 나무주사된 약제에 대한 잣 종실내 잔류량 분석

나무주사 

시기
 약      종

처리

약량

잔  류  량(mg/kg)

최고 최저 평균

2019년

(2년차)

Abamectin EC
정량 불검출 불검출 -

배량 불검출 불검출 -

Emamectin benzoate EC
정량 불검출 불검출 -

배량 불검출 불검출 -

Thiamethoxam DC
정량 검출한계량 이하※ 검출한계량 이하 -

배량 검출한계량 이하 검출한계량 이하 -

2020년

(1년차)
Abamectin DC

정량 불검출 불검출 -

배량 불검출 불검출 -

※ 검출한계량 이하 : 불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농도가 검출한계 0.005mg/kg이하인 상태

 가. 아바멕틴 유제(Abamectin 1.8% EC)

  아바멕틴 유제의 경우 정량·배량에서 각 25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량과 배량 

모두에서 불검출 되었다.

표 8. 잣 종실내 아바멕틴 유제의 약제잔류량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

1 2 3 4 5

아바멕틴 유제

(Abamectin EC 1.8%)

정량 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라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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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Emamectin benzoate 2.15% EC)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의 경우 정량·배량에서 각 25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량과 배량 모두에서 불검출 되었다. 

표 9. 잣 종실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의 약제잔류량

 다.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Tiamethoxam 15% DC)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는 정량·배량에서는 각 25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량과 

배량 모두 불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검출한계량 0.005mg/kg이하로 나타나 정확한 농도는 

표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바멕틴 유제

(Abamectin EC 1.8%)

배량 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라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

1 2 3 4 5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Emamectin benzoate 

EC 2.15%) 

정량 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라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라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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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잣 종실내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의 약제잔류량

※ 검한량 이하 : 불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농도가 검출한계 0.005mg/kg이하인 상태

 라. 아바멕틴 분산성액제(Abamectin 1.8% DC)

  아바멕틴 분산성액제의 경우 정량·배량에서 각 25개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정량과 

배량 모두에서 미검출 되었다. 

표 11. 잣 종실내 아바메틴 분산성액제의 약제잔류량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

1 2 3 4 5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Thiamethoxam DC 

15%) 

정량 가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정량 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정량 다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정량 라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정량 마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배량 가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배량 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배량 다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배량 라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배량 마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검한량이하

약  제  명 처리량 수목
분석결과(mg/kg)-Abamectin

1 2 3 4 5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Abamectin-1.8% DC)

정량 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라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정량 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Abamectin-1.8% DC)

배량 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라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량 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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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잣나무 식용 잣 약제 잔류농도에 따른 안정성 평가

  잣은 침엽수의 구과중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가 이루어지며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산림분야의 중요한 산업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나무주사하는 약제 4종에 

대한 잣 종실내 약제 잔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용 잣에 대하여 식용 식품으로 이용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잣에 대하여 각 약제별 잔류농도에 성인 60kg을 기준으로 1인 1일 

섭취량을 곱한 일일섭취 추정량을(EDI;Estimate daily intake)의 산출이 매우 중요한데, 약제별 

잔류농도는 검출된 최대 농도를 적용하였다. 잣의 1인 1일 섭취량은 표 13에서와 같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국민영양통계자료에서 2016년, 2017년 자료를 조사하여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2016년 지역별 읍/면지역, 2016년 연령층별 남자 19-29(세)에 조사된 0.18g을 

적용하였다. 일일섭취 추정량 산출에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은, 농약의 

노출평가에서도 ‘적용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하는 노출 평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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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 3종이 나무주사 처리된 잣나무에서 수확하는 잣의 

농약잔류량을 분석하여, 2018년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맞춰 약제 처리된 

나무에서 수확한 잣의 섭취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안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약제는 나무주사 후 2년 경과한 아바멕틴 유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 3종과, 금년에 나무주사를 실시한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종을 포함한 4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정확성과 효과적인 약제 잔류 분석을 위해 처리당 25반복으로 4개 약제, 총 200개 시료를 

분석하였다.

3. 분석법의 정량한계는 4개 약제 모두 0.005mg/kg이었다. 

4. 분석법의 검증을 위하여 식용 잣(무처리) 1g에서의 회수율을 조사한 결과 회수율 

83.1%~98.4%와 변이계수(RSD) 2.2%~5.2%가 분석되어 적정범위인 회수율 70~120%, 

변이계수 20%이내를 만족하였다. 

5. 잣에서 나무주사 후 잔류량을 분석할 결과 나무주사 된 아바멕틴은 2년차인 유제와 

1년차인 분산성액제 2종에서 모두 불검출되었다. 

6. 나무주사 후 2년 경과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에서도 불검출되었다. 

7. 티아메톡삼 분산성액제의 경우 약제가 불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검출한계량 이하인 

0.005mg/kg로 나타나 정확한 검출농도는 표시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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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처리가 

소나무 목재조직에 미치는 영향
(자체과제, 2020년)

권건형, 이진흥

요   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Mectin계열의 Abamectin EC, Emamectin benzoate EC, 

Milbemectin EC 등의 약제가 나무주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된 

농약이 천공부 주변의 목재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나무에 직경 10mm로 

하단으로 45° 각도로 7cm깊이로 천공한 후, 시험약제를 5㎖씩을 주입 하였다. 6개월이상 경과 

후 시험목을 절단후 1% Fuchsin acid(Daejung Co.) 500㎖가 담긴 통에 절단된 부위 전체를 

24시간 담근 후 목질부가 염색되도록 하였다. 천공부위 하단을 기점(0cm)으로 하여 상부에 

5cm간격으로 횡단 절단 하여 35cm까지 시편을 제작하여 목질부의 염색여부를 통해 전체 

횡단면상에서 수분비통도면적 비율을 조사하였다. 수액이 유동되지 않아 Fuchsin acid용액에 

염색되지 않는 부위에서는 횡단면과 방사단면 모두에서 가도관내에서 tylosis가 관찰되었으며, 

증류수만 주입한 무처리구는 나무주사 천공면 하단부에서도 수분비통도 비율이 매우 적었으며 

상부 5cm에서 까지만 수분비통도면적이 발생 후 상부 10cm에서는 수분 비통도면적이 매우 

적은 반면, 예방나무주사 약제가 처리된 목질부는 수분비통도면적이 매우 넓고 높게까지 

나타나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  론

  소나무재선충(pine wood nematode)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등지의 북미 지역이 원산으로

(Ryss et al. 2005; Sutherland 2008; Dwinell, 1993), 원산지인 북미 지역의 소나무류는 

저항성으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도 시들음이나 고사와 같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는다

(Dwinell and Nickel, 1989),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발생하였으나 

1971년에 병원체가 확증된 이후(Kiyohara and Tokushige, 1971; Mamiya, 1988; Futa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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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인접한 중국에서는 1982년,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999년 

유럽의 포르투칼에서 소나무재선충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스페인 등지로 확산되고 있으며

(Mamiya, 1988; Mota et al., 1999; Tóth, 2011), 이 지역의 소나무류에 치명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Cheng et al., 1983;, Tzean and Jan, 1985; Yi et al., 1989).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서의 우점종인 곰솔(Pinus thunbergii)과 소나무(P.densiflora)는 감수성이 높아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Kishi, 1996; Takeuchi, 2008).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임업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법 등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화학적 방제법으로는 매개충을 방제하는 방법과, 소나무재선충을 

대상으로 나무주사와 토양관주법 등이 있다(KFRI, 2006). 나무주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나무주사용 방제제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살선충 

효과가 있는 약제로는 GABA 수용체 작용 물질들인 Abamectin, Ivermectin, Emamectin 

benzoate, Millbemectin, Milbemycin-5-oxime 및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의 저해제인 

Mesulfenfos, 근활동 저해제인 Morantel tartrate, Levamisol hydrochloride 등이 알려져 

있다(Takai et al., 2000; 2001; 2003). 한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나무주사용 약제로 

Abamectin, Emamectin benzoate, Millbemectin 3종의 원제가 등록되어 있다(KCPA, 2019).

  나무의 통도조직(Conductive tissue)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은 Leonardo da Vinci에 의해 

체계화 되기 시작 하였으며, 17세기, 18세기에 이미 수목의 해충방제를 위해 고추, 월계수, 

향, 와인, 수은 등을 나무에 주입하는 방법이 시도 되었으며, 이후 식물에 대한 주사 방식은 

병해충 방제나 무기질(mineral) 공급을 위해서도 적용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 되었다

(Roach, 1939;Joseph and Peter. 2012). 그리고 1970년대 Dutch elm disease이 일반적인 

살균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나무주사와 압력식 나무주사 등의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Shigo and Campana, 1979; Shigo et al., 1980;Filer 1973; Helburg 

et al. 1973; Darvas et al., 1984, Navarro et al., 1992). 최근에도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들의 나무주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출판물들은 나무주사된 

농약의 효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사로 인한 상처 나 수목에 발생된 상처의 회복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Chaney 1986; Ellmore et al. 1988; Tattar and Tattar 1999; 

Sanchez-Zamora and Fernandez-Escobar 2004; Dujesiefken et al. 2005; Smith and 

Lewis 2005). 그러나, Shigo 등(1977)은 나무주사된 약제의 유효성분, 제형, 주입압력에 따라 

수목의 형성층 조직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Deccola 등(2011)은 Green 

ash(Fraxius pennsylvanica)의 나무주사 후 상처반응 통해 감염, 부후, 구조적 상처 등으로 

수목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haney(1986)는 나무주사에 의한 목질부의 해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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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대해 보고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용 Emamectin benzoate와 Abamectin는 약효가 2~3년간 

지속되므로(Takai et al. 2003, Lee et al. 2009), 지속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는 

2~3년 간격으로 나무주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약종

  실험에 사용한 약제는 대한민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용 방제약제로 등록되어 있는 

약제로서(KCPA. 2019) Streptomyces avermitilis의 배양액으로부터 추출한 천연성분 유도체인 

Mectin계열의 Abamectin EC, Emamectin benzoate EC, Milbemectin EC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구는 천공 후 증류수를 주입하여 비교하였다. 

표 1. 공시약종

2.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가. 대상수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소나무(Pinus densiflora) 조림목 12년생을 대상으로 

공시목을 선정하였으며, 평균 흉고직경은 9cm, 평균 수고는 6m였다.

  나. 나무주사

  2019년 2월 28일에 지표면으로부터 20cm 부위에 hand drill(직경 10mm)로 45° 각도로 

7cm깊이로 천공한 후, 시험약제를 5㎖씩을 주입하였으며, 24시간 후 약제가 정상적으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각 처리구별로 5본의 나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다. 효과 조사

  2019년 9월 7일에 소나무를 지면과 가깝게 절단하였으며,  1% Fuchsin acid(Daejung 

Chemical class Common name Formulation Active Ingredient(%)

Antibiotics

Abamectin EC(Emulsifiable concentrate) 1.8

Emamectin benzoate EC(Emulsifiable concentrate) 2.15

Milbemectin EC(Emulsifiable concentrate) 2

Control drilling after distilled wate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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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500㎖가 담긴 통에 절단된 부위 전체를 24시간 담근 후 목질부가 염색되도록 하였다. 

염색되지 않은 부분은 수분의 이동이 제한되어 염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Murata 

et al. 2007). 그림 1과 같이 천공부위 하단을 기준면으로 횡단하여 절단하고(0cm), 각각 

하단과 상단으로 각 5cm간격으로 횡단면으로 절단하였는데, 하단부는 2개의 횡단면(-5, 

-10cm)을 상단부는 7개의 횡단면(5, 10, 15, 20, 25, 30, 35cm) 시료를 만들었다. 절단된 면은 

관찰이 용이하게 Angle grinder로 연마하였다. 목재 횡단면 시료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수피와 심재를 제외한 변재부 전체면적과 1% Fuchsin acid용액에 염색이 되지 않는 변재 부위 

면적을 산출하여 피해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수분 비통도면적 비율(%)을 

산출하였다(Murata et al. 2007). 면적 산출은 Image J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sec
  

×

그림 1. 염색후 효과조사를 위하여 절단된 시료 종단면(a)와 횡단면(b)

  라. 현미경 조사

  효과조사를 위해 절단된 시험목 중 Abamectin 1.8% EC의  염색 부위와 비염색 부위로 

나누어 1㎤ 크기의 시료를 각각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증류수가 담김 유리병에 침지하고 

48시간 진공상태를 유지 후 –20℃ 냉동고에서 24시간 처리하였다. –35℃로 설정된 Freezing 

Microtome(Microtome Cryostat HM 505E, Germany)에 고정액 O.C.T Embedding 

Matrix(Cellpath Ltd)를 사용하여 고정된 시료를 횡단면(Cross)과 접선단면(Tangential)방향으로 

2㎛두께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시료는 고정액을 제거하고 슬라이드글라스에 고정시켜 광학현미경

(Leica DM550B) 200, 400배율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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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시험 결과들을 R프로그램 (R Core Team(2017), version3.6.3)을 이용하여 최소

유의차(LSD)검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0.05수준에서 처리 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나무주사된 주변 목재조직의 현미경적 관찰

  그림 2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실시된 Abamectin 1.8% EC가 주사된 소나무 

목질부에서 수액이 유동되어 염색된 부위와 수액이 유동되지 않아 비염색된 부위의 목재조직을 

횡단면과 방사단면에서 시편을 제작하여 현미경을 통해 소나무 목질부의 미세구조를 관찰하

였다. 

  수액이 유동되지 않아 Fuchsin acid용액에 염색되지 않는 부위에서는 횡단면과 방사단면 

모두에서 가도관내에서 tylosis가 관찰되었으며, 수액 유동되어 염색된 부위에서는 tylosis가 

관찰되지 않았다. tylosis의 형성과 기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그 중 하나의 기능은 

병원체에 대한 impedance이나(Bonsen&Kucera. 1990)), Peters(1974)는 소나무류에서 

기계적인 부상(mechanical wounding)과 H2SO4나 제초제(2,4-D, paraquat)처리와 같은 화학적 

처리에 의해서도 tylosis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aney(1986)은 수목은 나무주사에 

대하여 송진과 Gum등을 생산하여 Tylosis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해부학적 반응보이며, 

이러한 반응들에 의하여 물과 용질의 흐름이 방해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천공에 따른 

기계적 상처와 약제의 주입에 의한 화학적 처리가 tylosis를 발생시켜 수액의 흐름이 차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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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된 목재조직에 대한 현미경 관찰 

2. 천공부 상단의 수분비통도 비율 비교

  소나무에 나무주사된 약제중 제형은 유제(EC)로 동일하나 주성분은 Abamectin 1.8%, 

Emamectin benzoate 2.15%, Milbemectin 2%에 대하여 천공부위 하단(0cm 부위)을 기준으로 

상부 5cm, 10cm, 15cm, 20cm, 25cm, 30cm, 35cm부위 수간부를 횡단면으로 절단하여 

절단면 상에서 소나무 목재조직내 수분비통도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나무주사 부위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수분비통도 비율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류수만 주입한 무처리구와는 나무주사 천공면 하단부에서도 수분비통도 비율이 

매우 적었으며 상부 5cm에서 까지만 수분비통도면적이 발생 후 상부 10cm에서는 수분 

Investigation 

section
Conductive Tissue Non-conductiv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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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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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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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도면적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처리구와 약제 주입간의 피해면적 비율이 확연이 다른 것은 나무주사된 약제가 소나무 

목질부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Abamectin EC                Emamectin benzoate EC

       Milbemectin EC                  Control(Distilled water)

그림 3.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 처리 높이별 수분비통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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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향기수목원 공기정화 기능연구
(자체연구, 2020)

곽명철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물향기수목원의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측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물향기수목원의 기능 및 혜택을 알리고자 실시하였다.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한 결과 물향기수목원의 초미세먼지양은 

서측 평균 27.025㎎/㎥, 수목원 내부 22.775㎎/㎥, 수목원 동측 26.65㎎/㎥로 조사되었다. 9개월 간 

물향기수목원 내부가 서측 외부보다 초미세먼지양이 15.7% 저감되었고 동측 외부보다 

14.5% 저감되었다. 기상청 자료에서 오산지역에 서풍 불었던 2020년 6월 기준으로 서측은 

55.0㎎/㎥, 수목원 내부는 22.9㎎/㎥로 64.9%의 최대 감소율을 보였고 통과 시에도 27.8㎎/㎥로 

수목원 내부 초미세먼지 보다는 조금 상승하였지만 미세먼지가 발생된 서측보다는 61.8%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4월부터 11월 초까지의(잎이 있는 시기) 초미세먼지양은 서측 26.0㎎/㎥, 

수목원 내부 15.8㎎/㎥, 동측은 19.4㎎/㎥로 수목원 내부와 동측이 서측보다 각각 39.2%, 

25.3% 미세먼지가 저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월과 12월 수목원의 내외 미세먼지양이 

서측 28.0㎎/㎥, 내부 29.8㎎/㎥, 동측 33.9㎎/㎥로 동측이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었고 

내·외부의 미세먼지양이 10%내외로 잎이 있을 때 보다 미세먼지 수치 변화량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거치면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 16%, 

사업장 14% 순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환경부 2017).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신체 장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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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숲은 가지와 잎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미세먼지를 흡수, 흡착 등의 방법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숲 내부는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신속히 침강시키는 작용을 한다. 1ha의 숲은 연간 46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서는 특히 더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어 친환경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흡수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물향기수목원은 경기도 오산에 위치하고 주변으로 아파트, 상가 및 지하철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도시숲의 기능을 연구하기 최적화된 수목원이다. 따라서 물향기수목원의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측정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물향기수목원 및 도시숲이 주는 혜택을 알리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미세먼지측정기(PMM-304) 3대(PM 2.5 측정)

 

2. 연구방법

  가. 측정구역

    수목원 서측 외각(물향기수목원 양묘장), 수목원 중앙(오산청사 뒤편 산지), 수목원 동측

외각(물향기수목원 후문)

  나. 측정방법

    1) 각 위치별(3개소) 1분 간격 초미세먼지(PM 2.5)측정1

    2) 1달 간격 데이터 취합 및 평균값 산출

    3) 미세먼지 측정기기 초기화 및 필터 교체

Ⅲ. 결과 및 고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한 결과 물향기수목원의 초미세먼지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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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측 평균 27.025㎎/㎥, 수목원 내부 22.775㎎/㎥, 수목원 동측 26.65㎎/㎥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향기수목원 내부가 서측 외부보다 초미세먼지양이 15.7% 저감되었고 동측 외부보다 

14.5% 저감된 양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물향기수목원을 통과하는 미세먼지가 연평균 1.39% 저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물향기수목원 동쪽 미세먼지측정기의 위치를 9월에 조정한 결과 주변 

도로와 매우 인접하고 도로 아래 낙차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차후 위치 재조정 

후 재측정이 필요하다.

그림 1. 물향기수목원 초미세먼지 변화량(2020년 7월~8월)

  9월 이전 물향기수목원의 초미세먼지 저감량은 서풍기준 7월~8월까지 서쪽 평균23.3㎎/㎥, 

내부 8.4㎎/㎥, 동쪽 13.7㎎/㎥로 서쪽대비 내부 미세먼지 저감량은 60.7%이고 물향기수목원 

통과시 저감량도 40.9%에 달했다. 

그림 2. 물향기수목원 초미세먼지 변화량(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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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지역에 동풍이 불었던(기상청 자료 참고) 2020년 4월말에서 5월초까지 물향기수목원 

내 초미세먼지 평균 측정량은 동측 24.6㎎/㎥, 수목원 내부 16.9㎎/㎥, 수목원 서측은 

19.3㎎/㎥로 내부 저감율 31.0%, 통과시 저감율 21.9%로 조사되었다. 

 

그림 3.물향기수목원 초미세먼지 변화량(2020년 6월)

  기상청 자료에서 오산지역에 서풍 불었던 2020년 6월 기준으로 서측은 55.0㎎/㎥, 수목원 

내부는 22.9㎎/㎥로 64.9%의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통과 시에도 27.8㎎/㎥로 수목원 내부 

초미세먼지 보다는 조금 상승하였지만 미세먼지가 발생된 서측보다는 61.8%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 한해 동안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 감소 수치가 가장 높은 

기간으로 수목 잎의 밀도와 면적이 완전히 발달하고 광합성 등 식물의 생리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수목원에 나무와 초화류 등 식물에 잎이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로 나눠 미세먼지량을 조사하였을 때 4월부터 11월 초까지의(잎이 

있는 시기) 초미세먼지양은 서측 26.0㎎/㎥, 수목원 내부 15.8㎎/㎥, 동측은 19.4㎎/㎥로 

수목원 내부와 동측이 서측보다 각각 39.2%, 25.3% 미세먼지가 저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잎이 없이진 11월과 12월 수목원의 내외 미세먼지양이 서측 28.0㎎/㎥, 내부 

29.8㎎/㎥, 동측 33.9㎎/㎥로 동측이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었고 내·외부의 

미세먼지양이 10%내외로 잎이 있을 때 보다 미세먼지 수치 변화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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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한 결과 물향기수목원의 초미세먼지양은 

서측 평균 27.025㎎/㎥, 수목원 내부 22.775㎎/㎥, 수목원 동측 26.65㎎/㎥로 조사되었다

2. 9개월 간 물향기수목원 내부가 서측 외부보다 초미세먼지양이 15.7% 저감되었고 동측 

외부보다 14.5% 저감되었다.

3. 기상청 자료에서 오산지역에 서풍 불었던 2020년 6월 기준으로 서측은 55.0㎎/㎥, 수목원 

내부는 22.9㎎/㎥로 64.9%의 최대 감소율을 보였고 통과 시에도 27.8㎎/㎥로 수목원 내부 

초미세먼지 보다는 조금 상승하였지만 미세먼지가 발생된 서측보다는 61.8%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4. 4월부터 11월 초까지의(잎이 있는 시기) 초미세먼지양은 서측 26.0㎎/㎥, 수목원 내부 

15.8㎎/㎥, 동측은 19.4㎎/㎥로 수목원 내부와 동측이 서측보다 각각 39.2%, 25.3% 미세먼지가 

저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11월과 12월 수목원의 내외 미세먼지양이 서측 28.0㎎/㎥, 내부 29.8㎎/㎥, 동측 33.9㎎/㎥로 

동측이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되었고 내·외부의 미세먼지양이 10%내외로 잎이 있을 

때 보다 미세먼지 수치 변화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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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호르몬을 이용한 은행나무 불임기술 연구

(자체연구, 2020~2022)

이근섭, 한명규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생장조절제를 활용하여 

은행나무 꽃 적화유도 및 열매결실 불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나무 불임기술을 개발하고자 

주요 약제를 선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준하여 기준량과 2배량의 약량으로 구분지어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에 걸쳐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에서는 수간주사 주입 후 약 1주일 뒤부터 은행나무 

잎에 약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9월경에 전체 고사 되었으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해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Shigometer를 이용해 수목 활력을 측정한 결과 그밖에 수간

주사 처리구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은행열매의 결실량은 기준량과 2배량 모두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에서 56±21개와 110±6개로 비교적 은행열매가 가장 적게 채취

되었다. 처리구별 은행열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길이, 직경, 건조중량을 측정 한 결과 

기준량에서 길이는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가 16.1±0.2㎜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직경은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12.2±1.2㎜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건조중량 측정 결과는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가 0.9±0.0g으로 가장 적은 건조중량이었다. 

2배량의 처리구에서 길이는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14.7±1.4㎜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직경은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11.9±1.1㎜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건조중량은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0.7±0.3g으로 가장 적은 건조중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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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은행나무는 전 세계 1문 1강 1목 1과 1속 1종만이 존재하며, 공기정화 능력과 병해충의 

피해가 적어 경기도내 시․군에서 가로수 및 교통섬, 완충녹지 식재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가을철 은행나무 암나무의 열매(은행열매)들이 도로변에 떨어져 악취로 인한 

각 지자체의 민원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매 수거 등 투입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교체 비용은 

한 그루당 약 150~300만원이 소요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가로수에 

수나무만 식재 되어 있을 경우 봄철 수꽃의 과다 비산으로 각종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생장조절제를 활용하여 은행나무 

꽃 적화유도 및 열매결실 불량을 유도한 은행나무 불임기술을 개발하여 은행나무 악취 문제를 

해결과 열매 수거 비용 및 수나무 교체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절감하고, 기존의 가로수 경관을 

유지함과 동시에 도심속 작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은행나무(암나무) 36본(12처리 × 3반복), 대조구 포함

2. 공시약종

  실험에 이용한 호르몬제는 Auxin, Gibberellin, Cytokinin 계통의 약제 5종을 공시하였으며, 

처리약량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수간주사 기준을 적용하여 흉고직경 ㎝당 1.0㎖ 원액과 

기준량의 2배량 흉고직경 ㎝당 2.0㎖ 원액을 수간주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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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시약종
  단위 : %, ㎖, ㎝ 

구분 시험약제 유효성분 기준량 2배량

Auxin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40 1.0㎖/DBH(㎝);원액 2.0㎖/DBH(㎝);원액

Gibberellin Gibberellin acid 0.08 1.0㎖/DBH(㎝);원액 2.0㎖/DBH(㎝);원액

Cytokinin 6-benzyl aminopurine 0.1 1.0㎖/DBH(㎝);원액 2.0㎖/DBH(㎝);원액

Gibberellin Gibberellin A4+7
+6-Benzyl aminopurine

1.8,
1.8 1.0㎖/DBH(㎝);원액 2.0㎖/DBH(㎝);원액

Gibberellin Gibberellin A4+7
+6-Benzyl aminopurine

1.8,
1.8 1.0㎖/DBH(㎝);원액 2.0㎖/DBH(㎝);원액

Control - 1.0㎖/DBH(㎝);원액 2.0㎖/DBH(㎝);원액

3. 약제의 수간주사

  경기도 오산시 물향기수목원 내 양묘장 및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있는 도유림 수목 전시장내 

공시목을 선정하여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에 걸쳐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시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준하여 충전식 휴대용 드릴을 사용하여 드릴날 10㎜ 직경으로 

지상으로부터 50㎝ 이하 부위에 깊이 8~10㎝ 깊이로 아래쪽으로 45°되게  중심부를 비켜서 

천공한 뒤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시험지 전경 및 수간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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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활력 측정

  처리구별 약제 주입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수목의 활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gometer를 

사용하여 2020년 6월, 7월, 8월, 9월 1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처리구별 흉고 위치에 3회씩 

측정 후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수목활력 측정

5. 은행열매 결실 조사

  은행나무 열매의 불임화 가능여부 분석을 위해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에 걸쳐 각 

처리구별 역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은행열매가 달린 가지를 선정하여 직경 2㎝이상의 

가지를 3반복 절단 후 열매를 전량 채취하였다. 채취된 은행열매는 그물망에 담아 흐르는 

물에 외과피를 제거한 후 실험실로 옮겨 건조하였다.

 

그림 3. 열매결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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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열매 특성 조사

  외과피 제거 후 실험실에서 1개월 자연건조 시킨 은행열매를 디지털캘리퍼스로 직경,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건조중량은 정밀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4. 열매특성 조사

Ⅲ. 결과 및 고찰

1. 약제 및 수간주사

  가. 기준량

  경기도 오산시 물향기수목원 양묘장 및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있는 도유림 수목 전시장내 

선정된 공시목은 평균수고 12m, 평균 흉고직경 16㎝이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준하여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에 걸쳐 수간주사를 실시하였다. 처리구별 수간주사 

주입 한 결과는 Auxin 계통에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에서 수간주사 주입 

후 약 1주일 뒤부터 은행나무 잎에 약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9월경에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완전 고사 상태였다. 그 밖에 Gibberellin, Cytokinin 계통의 약제 수간주사 

처리구에서의 주입량 및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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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간주사 주입량
단위 : ㎝, ㎖

구분
Ⅰ Ⅱ Ⅲ 평균

DBH ㎖ 약해 DBH ㎖ 약해 DBH ㎖ 약해 DBH ㎖
2,4-Dichlorophenoxya

cetic acid
18 16 고사 10 8 고사 10 8 고사 14±5 10±4

Gibberellin acid 14 10 - 24 16 - 16 10 - 18±5 12±3
6-benzyl aminopurine 24 16 - 24 16 - 24 16 - 24±1 16±0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6 10 - 24 16 - 24 16 - 22±4 14±3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6 10 - 14 10 - 18 16 - 16±2 12±3

Control 10 8 - 10 8 - 10 8 - 10±0 8±0

  나. 2배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기준한 수간주사 약제량 보다 2배량으로 약제주입 한 결과는 

기준량과 같이 Auxin 계통에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에서 수간주사 주입 후 

약 1주일 뒤부터 은행나무 잎에 약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9월경에는 육안으로 확인

했을 때 완전 고사하였다. 그 밖에 Gibberellin, Cytokinin 계통의 약제 수간주사 처리구에서의 

주입량 및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수간주사 주입량 단위 : ㎝, ㎖ 

구분
Ⅰ Ⅱ Ⅲ 평균

DBH ㎖ 약해 DBH ㎖ 약해 DBH ㎖ 약해 DBH ㎖
2,4-Dichlorophenoxya
cetic acid

22 30 고사 24 30 고사 28 30 고사 26±3 30±0

Gibberellin acid 16 20 - 22 30 - 18 30 - 20±3 28±6
6-benzyl aminopurine 24 30 - 24 30 - 16 20 - 22±5 28±6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24 30 - 18 30 - 12 16 - 18±6 26±8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6 10 - 14 20 - 14 20 - 16±1 18±6

Control 10 8 - 10 8 - 10 8 -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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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활력 측정

 가. 기준량

  처리구별 수목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고사 위험이 있는 약제의 선정을 피하고자 1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쳐 각 처리구별로 Shigometer를 이용해 수목 활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목활력은 시기별, 처리구별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 에서도 약해로 인해 고사 진행 상태였으나 수목활력 값에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수목활력 측정값
단위 : ㎝, ㎖

구분
6월 7월 8월 9월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2,4-Dichlorophenoxya

cetic acid
3±1 5±3 7±3 11±0 18±3 13±1 10±1 12±2 6±2 6±1 7±3 9±3

Gibberellin acid 4±1 10±1 14±4 13±1 19±1 19±2 11±3 16±1 15±1 8±1 14±1 19±3
6-benzyl aminopurine 2±1 5±1 13±4 10±1 14±0 18±2 9±1 12±1 18±3 6±3 10±2 19±5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6±1 0±1 3±0 17±2 12±6 13±2 14±0 8±1 10±2 11±1 4±2 8±2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0±1 9±1 10±1 9±2 8±1 8±1 9±1 8±1 8±1 7±2 6±1 5±1

Control 13±1 12±1 13±3 28±6 19±2 20±1 17±7 19±2 15±1 13±3 14±1 14±4

그림 5. 수목활력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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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배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기준 약제량 보다 2배량으로 약제주입 한 처리구에서도 1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쳐 Shigometer를 이용해 수목 활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수목활력은 시기별, 처리구별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 에서도 약해로 인해 고사 진행 상태였으나 수목활력 값에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수목활력 측정값
단위 : ㎝, ㎖

구분
6월 7월 8월 9월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2,4-Dichlorophenoxy
acetic acid

4±1 3±1 4±2 12±1 11±1 16±7 10±1 9±1 11±2 9±2 4±1 9±5

Gibberellin acid 11±2 5±2 4±1 20±2 12±2 13±2 15±1 11±1 13±1 20±4 10±3 11±3
6-benzyl aminopurine 6±1 4±2 6±2 14±1 13±1 18±2 12±2 12±1 12±2 14±6 11±2 13±2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3±0 3±1 5±1 13±2 13±2 14±1 14±1 14±2 13±3 10±2 7±1 13±2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1±1 10±0 9±1 9±1 8±1 7±0 9±2 9±1 7±0 6±1 6±2 4±2

Control 13±3 12±1 13±3 28±6 19±2 20±1 17±7 19±2 15±1 13±3 14±1 14±4

그림 6. 수목활력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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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열매 결실조사

 가. 기준량

  선별한 약제의 은행나무 열매 불임화 가능여부 분석을 위해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에 걸쳐 각 처리구별 역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은행열매가 달린 가지를 선정하여 직경 

2㎝이상의 가지를 3반복 절단 후 열매를 전량 채취하였으며, 기준 약제량의 수간주사를 실시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6-benzyl aminopurine에서 56±21개로 은행열매가 가장 적게 채취되었으며,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처리구에서 70±9개, 무처리구에서 86±34개, 

Gibberellin acid 처리구 95±37개,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 

205±53개로 가장 많은 은행나무 열매가 채취 되었다.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에서는 약해로 인해 고사 되어 은행열매를 채취할 수 없었다. 

표 6. 열매결실 측정값
단위 : 개

구분 Ⅰ Ⅱ Ⅲ 합계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22±1 - 73±8 95±37 -
6-benzyl aminopurine 15±2 41±2 - 56±21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35±1 130±3 40±6 205±53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4±2 32±3 24±3 70±9 (a)

Control 68±4 9±1 9±1 86±34 -

 나. 2배량

  기준 약제량 보다 2배량으로 수간주사 한 처리구에서 은행열매를 채취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무처리구를 제외한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가 110±6개로 비교적 가장 적은 

은행열매가 채취 되었으며, 다음으로 Gibberellin acid 처리구에서 150±46개,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처리구에서 150±6개,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 182±37개로 가장 많은 은행나무 열매가 채취 되었다.  2배량의 

약제량 수간주사 처리구에서도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는 약해로 인해 고사되어 

은행열매를 채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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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열매결실 측정값
단위 : 개

구분 Ⅰ Ⅱ Ⅲ 합계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31±4 102±20 17±4 150±46 -
6-benzyl aminopurine 36±12 31±6 43±4 110±6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91±14 20±6 71±6 182±37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55±3 51±6 44±8 150±6 (a)

Control 68±4 9±1 9±1 86±34 -

4. 은행열매 특성조사

 가. 기준량

  약제 수간주사 후 은행나무 열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기준량의 약제로 수간주사 한 처리구의 

외과피를 제거한 후 은행열매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에서의 은행열매의 길이가 16.1±0.2㎜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 16.9±2.9㎜로 나타났으며, Gibberellin acid 

17.1±2.3㎜,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17.2±0.9㎜ 순서였다. 무처리구는 

17.6±0.4㎜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편차가 가장 많이 나타난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는 측정한 은행열매 중 길이가 가장 작은 14.2㎜가 

있었다. 이는 개체군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연도별 생육환경에 따라 은행열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8. 은행열매 길이
단위 : ㎜

구분 Ⅰ Ⅱ Ⅲ 평균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18.71±0.4 - 15.5±0.8 17.1±2.3 -
6-benzyl aminopurine 15.9±1.1 16.2±0.7 -　 16.1±0.2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6.5±0.9 19.9±1.6 14.2±1.0 16.9±2.9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8.2±1.1 16.8±4.0 16.6±1.1 17.2±0.9 (a)

Control 18.1±12.1 17.3±0.9 17.5±0.8 17.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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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량 약제 처리구별 은행열매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의 은행열매의 직경이 12.2±1.2㎜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Gibberellin acid 처리구에서 12.4±0.6㎜로 나타났으며, 6-benzyl aminopurine 

12.7±0.0㎜, 무처리구 14.9±0.6㎜,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15.0±0.4㎜ 

순서였다. 

표 9. 은행열매 직경
단위 : ㎜

구분 Ⅰ Ⅱ Ⅲ 평균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12.8±0.6 -　 12.0±0.8 12.4±0.6 -
6-benzyl aminopurine 12.7±1.5 12.7±0.7 -　 12.7±0.0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1.4±0.6 13.5±0.8 11.7±1.0 12.2±1.2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4.9±0.9 15.4±1.0 14.6±1.0 15.0±0.4 (a)

Control 14.4±1.0 14.9±0.9 15.5±0.9 14.9±0.6 -

  건조된 은행열매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는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에서 0.9±0.0g으로 

가장 적은 중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Gibberellin acid 1.0±0.1g,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1.0±0.4g,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1.2±0.2g, 무처리구 1.4±0.1g 순서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은행열매 건조중량
단위 : g

구분 Ⅰ Ⅱ Ⅲ 평균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1.1±0.3 -　 0.9±0.1 1.0±0.1 -
6-benzyl aminopurine 0.9±0.4 0.9±0.2 -　 0.9±0.0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0.9±0.1 1.4±0.3 0.7±0.2 1.0±0.4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4±0.3 1.1±0.4 1.2±0.3 1.2±0.2 (a)

Control 1.3±0.3 1.5±0.3 1.3±0.4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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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배량

  2배량의 약제로 수간주사 한 처리구의 은행열매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의 은행열매의 

길이가 14.7±1.4㎜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benzyl aminopurine 15.5±1.5㎜, 

Gibberellin acid 15.8±0.5㎜, 무처리구 17.6±0.4㎜ 순서였으며,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처리구에서의 은행열매가 18.6±2.8㎜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길이가 

가장 작은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와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난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처리구의 차이는 3.9㎜로 개체군의 특성과 

생육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차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1. 은행열매 길이
단위 : ㎜

구분 Ⅰ Ⅱ Ⅲ 평균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15.2±1.1 16.0±1.7 16.1±0.7 15.8±0.5 -
6-benzyl aminopurine 14.3±0.8 14.9±0.7 17.2±0.7 15.5±1.5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4.3±1.7 13.6±0.9 16.3±0.8 14.7±1.4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9.3±1.8 15.6±1.7 21.0±1.4 18.6±2.8 (a)

Control 18.1±12.1 17.3±0.9 17.5±0.8 17.6±0.4 -

 

  2배량으로 수간주사 한 처리구별 은행열매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 은행열매 직경이 11.9±1.1㎜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benzyl aminopurine 12.3±1.2㎜, Gibberellin acid 

13.1±1.5㎜,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14.2±0.1㎜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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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은행열매 직경
단위 : ㎜

구분 Ⅰ Ⅱ Ⅲ 평균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11.4±2.0 13.8±0.9 14.1±0.6 13.1±1.5 -
6-benzyl aminopurine 11.2±1.8 12.1±0.7 13.6±0.7 12.3±1.2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2.5±1.2 10.7±0.9 12.6±0.8 11.9±1.1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4.1±0.9 14.2±1.0 14.3±1.1 14.2±0.1 (a)

Control 14.4±1.0 14.9±0.9 15.5±0.9 14.9±0.6 -

  건조된 은행열매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 0.7±0.3g으로 가장 적은 중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6-benzyl 

aminopurine 0.9±0.3g, Gibberellin acid 1.0±0.2g,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1.3±0.1g 순서였다.

표 13. 은행열매 건조중량
단위 : g

구분 Ⅰ Ⅱ Ⅲ 평균 비고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　 -　 　- - 고사

Gibberellin acid 0.8±0.1 1.2±0.2 1.1±0.3 1.0±0.2 -
6-benzyl aminopurine 0.7±0.2 0.8±0.1 1.2±0.1 0.9±0.3 -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0.7±0.3 0.5±0.1 1.0±0.2 0.7±0.3 (b)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

1.4±0.3 1.2±0.3 1.4±0.4 1.3±0.1 (a)

Control 1.3±0.3 1.5±0.3 1.3±0.4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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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생장조절제를 활용하여 

은행나무 꽃 적화유도 및 열매결실 불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나무 불임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기준하여 처리구별 수간주사 주입 한 결과는 Auxin 계통에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에서 수간주사 주입 후 약 1주일 뒤부터 은행나무 

잎에 약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9월경에 전체 고사 되었다. 

2. 처리구별 수목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고사 위험이 있는 약제의 선정을 피하고자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1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쳐 Shigometer를 이용해 수목 활력을 조사

하였으며, 수목활력은 시기별 및 각 처리구별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선별한 약제의 은행나무 열매 불임화 가능여부 분석을 위해 2020년 10월경 처리구별 직경 

2㎝이상의 가지를 3반복 절단 후 열매를 전량 채취하였으며, 기준 약제량에서는 6-benzyl 

aminopurine에서 56±21개로 은행열매가 가장 적게 채취되었으며,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 205±53개로 가장 많은 은행나무 열매가 채취되었다. 

2배량으로 수간주사 한 처리구에서는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가 110±6개로 비교적 

가장 적은 은행열매가 채취 되었으며,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에서 182±37개로 가장 많은 은행나무 열매가 채취 되었다. 반면,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처리구에서는 약해로 인해 고사 되어 은행열매를 채취할 

수 없었다. 

4. 은행열매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길이, 직경, 건조중량을 측정하였으며, 기준 약제량에서 

길이는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가 16.1±0.2㎜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무처리구가 

17.6±0.4㎜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직경은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12.2±1.2㎜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15.0±0.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조중량 측정 결과는 6-benzyl aminopurine 처리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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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g으로 가장 적은 건조중량이었으며, 무처리구가 1.4±0.1g으로 건조중량에 차이가 

0.5g이상 크게 나타났다. 2배량의 처리구에서 길이는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14.7±1.4㎜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a) 처리구가 18.6±2.8㎜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직경은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11.9±1.1㎜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무처리구가 14.9±0.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조중량 측정 결과는 Gibberellin A4+7 + 

6-Benzyl aminopurine(b) 처리구가 0.7±0.3g으로 가장 적은 건조중량이었으며, 무처리구가 

1.4±0.1g으로 건조중량에 차이가 0.5g이상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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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계절정보를 활용한 개화예측 모델링

(자체연구, 2020)

이서희

요  약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생물 멸종의 원인으로 인류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는 급속히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표종 선정과 기후변화 

민감성 평가방법 개발이 필수적이다(박현철, 2016).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용으로 사용되어 온 생물계절모형을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과 지자체의 

봄꽃 행사를 찾는 내방객들을 위한 현업서비스용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물계절성 모니터링을 통해 왕벚나무의 개화시작시기를 기존 10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2020년 4월 2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관측 후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4월 1일, 주차장 4월 

2일, 경기도청 4월 2일 개화(>50%)를 확인하였다. 물론 꽃눈파열 후 개화시작시기의 소요일수 

또한 평균 10~12일로 기존(평균 16일)보다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왕벚나무, 개나리, 진달래 등 대표적인 봄꽃을 대상으로 발아, 개화, 개엽의 봄 식물계절시기의 

변화 경향과 기온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온의 변화는 10년 동안 2월 보다 3~4월의 

월평균 기온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수목원과 수원 도청의 평균기온이 높았다. 지역별로 

비교하자면 수목원에서 식물계절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1, 2월의 경우 지난 10년 대비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으며 평균값과 비교 시 

12월 2.07℃, 1월 4.32℃, 2월 2.14℃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식물의 휴면시기인 

12월부터 1-2월까지 영상의 기온이 유지되어 식물의 발아가 이르면 1월부터 시작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은 식물의 발아가 시작되는 3월과 4월의 기온 상승률과 연계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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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009년부터 경기도 오산의 물향기수목원 내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하여 왔다. 이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주요산지와 물향기수목원의 기상자료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의 생물계절성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기상자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농림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해 다양한 생태계예측모형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소 입력자료로서 일 간격의 기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Pickeringet 

al., 1994; Wilks and Wilby, 1999; Soltani and Hoogenboom, 2003, 김대준 등, 2012).

  봄꽃 개화일의 변화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 가운데 하나이며, 

불확실한 미래 기후전망 가운데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자료만으로 예측이 가능한 식물

반응이라 연구성과도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은 편이다(Yun, 2010; Chung et al., 2011, 김진희 

등, 2013). 최근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생물계절정보가 매우 중요한 도구로 인식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식물의 발육단계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발육주기의 

규칙성과 환경조건에 따른 변동성을 감시할 수 있는 생물계절관측망(phenology network)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신뢰성을 갖춘 영향평가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온자료만으로 낙엽수목의 휴면과 개화일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계절모형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DeMelo-Abreu et al, 2004; Aono and Kazui, 2008; 김진희 등, 2013). 

  농어업과는 약간 다르지만 최근 여러 지방정부 혹은 지역 민간단체들은 지방의 봄꽃을 소재로 

한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봄꽃축제의 성패는 행사기간 내 봄꽃의 개화 여부에 좌우된다. 

기상청에서는 기온 및 생물계절 관측자료가 장기간 축적되어있는 기상관서를 대상으로 2월 

관측기온과 3월의 기온전망을 토대로 매년 3월 초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의 개화시기를 

발표한다(정재은 등, 2005).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봄꽃 개화 예상 시기 모형은 경험적 

통계 모형으로써 당해연도 2월과 3월의 평균기온을 독립변수로 한 2원 1차 회귀모형이다. 비교적 

좋은 예측성을 가지고, 구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2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계수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형 개발에 사용된 자료에 의해 

제각각 나타나므로 모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생물의 생태학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경험 모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병렬 등, 2007). 

  국내에서도 기온자료에 의한 봄꽃 개화일 예측연구에 주로 생물계절모형이 사용되어왔는데, 

서울관측소를 대상으로 벚꽃 개화시기를 추정하여 2일 이내의 추정오차를 확인하였으며(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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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5), 이를 토대로 미래 기후시나리오 조건에서 남한 전역의 벚꽃개화일 분포를 상세 

격자단위로 전망하였다(Yun,2006). 같은 방법을 미국에 적용하여 워싱턴 DC지역의 미래 벚꽃 

개화일 분포를 전망한 바도 있다(Chung et al., 2011).

  이렇듯 관련 연구들과 함께 기상청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 예보서비스는 이러한 생물

계절모형이 아니라 한 지점에서 장기간 수집된 기후자료와 개화일 관측자료로부터 얻은 회귀식에 

의존한다. 월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의 기온변화에 따른 수정작업이 어렵고, 과거에 

관측되지 않았던 기후변이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그동안 연구용으로 사용되어 온 생물계절모형을 현업서비스용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김진희 등, 2013).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기초 

연구자료 및 수칙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론 도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식물계절시기의 변화 양상을 추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토대가 될 수 있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 조사대상종 선정 및 모니터링

  봄꽃을 대표하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류는 봄에서 가을에 걸쳐 화아가 분화하여 이듬해 

개화하는 대표적인 온대산 화목류이다. 해당 수종을 선정 후 개화예측 모델링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실측을 위한 장소로는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과 봄철 벚꽃축제가 벌어지는 

경기도청으로 지정하였다. 물향기수목원의 전시원 내 개나리, 왕벚나무, 잔털벚나무, 진달래와 

수목원 정문 주차장의 왕벚나무(3개체) 그리고 경기도청의 왕벚나무(3개체)를 조사대상종 및 

표준목으로 선정하여 생물계절성을 모니터링 하고 사진 촬영 후 꽃눈파열시기, 개화시작시기, 

개화(>50%)시기 등을 야장에 기록하였다.

2. 생물계절모형 모델링 분석

  생물계절모형 모델링의 대상종의 경우 저온 단일조건에서 대부분 내생휴면

(endodormancy)에 들어가며 일단 휴면이 유도된 경우는 저온에 일정 기간 노출되어야만 

휴면이 타파되고 발아에 이르게 된다. 소위 ‘식물계절’(plantphenology)은 내생휴면의 시작과 

종료, 발아, 개화 등을 지칭하는데 온도, 토양수분, 일장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에 의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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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시기가 결정되며 이 중 기온이 가장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2004; 김진희 등, 2013). 

  봄꽃의 개화시기를 추정하는데 사용한 생물계절모형 가운데 ‘Chill-day’ 모형은 온대수목의 

화아분화-휴면-발아-개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간과 온도의 복합 개념인 온도시간(thermal 

time)으로 표현하며, 식물마다 가지는 고유한 저온요구량과 개화에 이르는데 필요한 고온요구량을 

알면 기온자료만으로 개화일을 추정할 수 있다(Richardson et al., 1974; Aron, 1983; 

Cesaraccio et al., 2004; Jung et al., 2005). 이 모형에 의하면 꽃눈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내생휴면에 들어가고 냉각량(chill-days)으로 불리는 온도시간이 누적된다(김진희 등, 2013). 

냉각량은 그 날의 기온이 미리 정해둔 적절한 추위(chilling) 범위에 해당될 때만 계산되며, 

여러 날의 적산냉각량이 저온요구도(chill requirement, Cr)에 도달할 때까지 꽃눈은 휴면상태를 

유지한다. 

  이 저온요구도는 식물종별로 서로 다르며, 휴면의 진행상태는 이 적산냉각량(일명 ‘휴면심도’, 

dormancy depth)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 일단 휴면심도가 저온요구도에 이르면 더 이상 냉각량을 

누적시키지 않고 식물의 꽃눈은 긴 잠에서 깨어난 상태, 즉 내생휴면 해제상태로 간주된다. 

내생휴면이 해제되었다면 이론상 이제부터 온도조건만 좋아지면 발아단계로 접어든다(김진희 

등, 2013). 하지만 내생휴면이 해제되었더라도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 발아에 부적합하면 외견상 

아직도 휴면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환경휴면(environmental dormancy) 혹은 강제휴면

(forced dormancy)이라고 부른다(Oh, 2004).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샘플링 방법인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차검증은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 및 표준 오차 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본 연구에서는 3회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생물계절성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주 1회 조사를 원칙으로 발아, 개엽, 

개화시기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모든 기록은 조사대상개체와 인근 동일종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변 동일종 3개체를 관찰한 후 평균을 고려하여 기록하였다. 활엽수의 경우 잎눈이 터지거나 

혹은 꽃눈이 파열되어 처음 관찰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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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ational Arboretum, 2013). 2020년 조사대상종을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개나리 꽃눈파열시기 3월 16일, 개화시작시기 3월 24일, 개화(>50%)

시기 3월 27일이다. 왕벚나무 꽃눈파열시기 3월 25일, 개화시작시기 3월 30일, 개화(>50%)시기 

4월 1일이다. 잔털벚나무 꽃눈파열시기 3월 25일, 개화시작시기 3월 31일, 개화(>50%)시기 

4월 3일이다. 진달래 꽃눈파열시기 3월 9일, 개화시작시기 3월 23일, 개화(>50%)시기 3월 

24일이다. 

  2010~2019년 데이터의 평균값과 비교 시 꽃눈파열시기 왕벚나무 –10일, 잔털벚나무 –11일, 

진달래 –11일 빨라졌고 개화시작시기 개나리 –9일, 왕벚나무 –10일, 잔털벚나무 –11일, 진달래 

–7일 빨라졌다. 개화(>50%)시기 또한 개나리 –10일, 왕벚나무 –12일, 잔털벚나무 –11일, 진달래 

–14일 빨라졌다. 개화(>50%)시기의 경우 조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외하더라도 군락 내 3개체 이상 꽃눈파열 또는 개화 시 ‘꽃눈파열시기’, ‘개화시작시기’로 

판단하는 두 항목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이상 차이 값이 

발생하는 것은 2019년 12월, 2020년 1, 2월 평균온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표 1).

연  도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2010년 -0.7 -4.4 1.4
2011년 -0.9 -7.3 0.6
2012년 -0.4 -2.7 -1.9
2013년 -3.9 -3.4 -1.0
2014년 0 -0.6 2.1
2015년 -2.1 -0.5 1.3
2016년 2.4 -2.1 0.9
2017년 1.7 -1.5 0
2018년 -1.4 -3.6 -1.6
2019년 -0.4 -1.1 0.8
2020년 1.5 1.6 2.4

2010~2019 평균값 -0.57 -2.72 0.26

표 1. 수원 유인관서 기준 12~2월 평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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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원 유인관서 기준 12~2월 평균기온

  2010년에서 2019년 10년 동안의 12월, 1월, 2월의 평균기온을 수치화하였다. 12월의 평균기온을 

조사하니 –0.57℃로 였고, 20219년 12월의 평균기온은 1.5℃로 나타났다. 평균 온도에 비하여 

0.9℃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년치 1월의 평균기온은 –2.72℃, 2020년 

1월의 평균기온은 1.6℃ 1.1℃가 상승되었음을 확인하였고, 10년치 2월의 평균기온이 0.26℃로 

나타났는데 2020년 1월의 평균 기온은 2.4℃ 였다. 2010년부터 평균기온을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12월부터 2월까지 영상의 평균기온을 기록한 해는 2020년이 처음이었다.  

  주차장에 위치한 왕벚나무의 경우 꽃눈파열시기 3월 27일, 개화시작시기 4월 2일, 개화

(>50%)시기 4월 6일이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전시원 내의 왕벚나무, 

잔털벚나무와 주차장의 왕벚나무들은 개화시작시기에 +3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의 왕벚나무는 꽃눈파열시기 3월 23일, 개화시작시기 3월 28일, 개화(>50%)시기 4월 2

일이다. 시기별 모니터링 사진은 아래와 같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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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조사대상종 영양기관의 생물계절 모니터링 수행 

야장 파일에는 실제 관측한 날짜를 적고 사진 촬영 여부는 V, 생물계절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1을 기입하여 표기하였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별도 작성한다(표 3).

대상종 꽃눈파열시기 개화시작시기 개화(>50%)시기

개나리

(전시원)

왕벚나무

(전시원)

잔털벚나무

(전시원)

진달래

(전시원)

왕벚나무

(주차장)

왕벚나무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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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 야장 화면

개나리

(전시원)

왕벚나무

(전시원)

잔털벚나무

(전시원)

진달래

(전시원)

표 3. 생물계절성 변화 여부 기입한 야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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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봄 식물계절 시기의 변화

  본 연구사업의 기대효과는 생물계절모형 예측 개화지도를 작성하여 대도민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개화시기 온도와 날짜에 대한 실측 자료와 

개화예측 시기 모델링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꽃눈파열시기 이후 개화시작시기까지 평균 

소요일수를 파악하여 미리 예측하고자 하였다.

  개나리와 진달래의 경우 꽃잎 조직이 보인 후 개화하기까지 평균적으로 개나리는 16일, 진달래도 

9일이 소요되었다. 벚나무는 꽃눈파열 시기부터 개화시작시기까지 평균 4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2, 3).

대상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값
개나리 - 4.4 3.19 2.27 3.18 3.20 3.19 3.13 3.14 - 3.16 3.21
진달래 3.23 3.28 3.30 3.18 3.18 3.20 3.8 3.13 3.23 3.20 3.9 3.23

왕벚나무 - - 4.11 4.14 3.28 4.2 4.1 4.6 4.2 4.2 3.25 4.1
잔털벚나무 - - 4.12 4.8 3.26 4.7 4.4 4.8 4.1 - 3.25 4.2

표 2. 2010년~2019년 꽃눈파열시기

왕벚나무

(주차장)

왕벚나무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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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값

왕벚나무 - - - 3.26 3.22 3.20 3.23 3.27 3.27 3.21 3.26 3.24

잔털벚나무 - - 4.5 3.20 3.14 3.27 3.19 3.27 3.24 - 3.25 3.28

표 3. 2010년~2019년 꽃눈에서 녹색 조직이 드러난 시기 

대상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값
개나리 3.31 4.14 4.6 4.3 3.28 3.29 3.23 3.31 3.31 4.5 3.16 4.1
진달래 4.6 4.2 4.2 3.31 3.26 3.29 3.19 3.27 4.2 3.30 3.9 3.29

왕벚나무 4.16 - 4.16 4.16 4.1 4.7 4.5 4.7 4.6 4.7 3.30 4.9
잔털벚나무 - - 4.16 4.16 4.1 4.9 4.7 4.11 4.5 - 3.31 4.8

표 4. 2010년~2019년 개화시작시기 

  왕벚나무와 잔털벚나무의 꽃눈에서 꽃눈파열이 시작되면 녹색 조직(아린)이 보인 후 개화하기까지 

평균 16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표 5), 초봄에 조사 시기를 놓치거나 해당연도에 조사 

대상종이 아니어서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평균값을 

확인하였고 Excel STDEV.S 함수를 사용하여 표준편차 값을 구해보았다. 

대상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값 표준편차

왕벚
나무

- - - 22 11 19 14 12 11 18 5 10 8.0

잔털
벚나무

- - 12 28 19 14 20 16 13 - 7 12 9.2

표 5. 2010년~2019년 꽃눈 파열 후 개화까지 걸린 시일(Days) 

  표준편차는 왕벚나무 8.0, 잔털벚나무 9.2 의 수치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왕벚나무와 잔털벚나무의 꽃눈파열에서 개화까지 걸린 시일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그려진 그래프를 

그림 3과 같이 구할 수 있었다.

  왕벚나무와 잔털벚나무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꽃눈 파열 후 개화까지 걸린 시일에 

대한 자료 값과 평균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보고자 하였다. 

표준편차가 0일 때는 자료 값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자료 값 중에 평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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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왕벚나무보다 잔털벚나무의 표준편차 수치가 더 큰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3. 벚나무 개화기 표준편차

 그림 4. 꽃눈 파열 후 개화까지 걸린 시일(Days) 

  왕벚나무와 잔털벚나무의 꽃눈 파열 후 개화까지 걸린 시일이나 야장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왕벚나무가 

먼저 개화하고 그 후에 잔털벚나무가 개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생태적 특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1일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019년까지의 평균치는 

16일 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2020년의 겨울과 초봄의 따뜻한 기온에 개화가 빨라진 현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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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화일 예측모델링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기상관측밀도가 낮은 농경지와 산림지대에서는 

일 기상자료를 얻을 확률이 매우 낮다. 시나리오기후자료 역시 월별 평균값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www.climate.go.kr), 응용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별자료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방법 가운데 월 간격의 평균값을 근거로 조화해석

(harmonic analysis)에 의해 1년 간(1일~365일)의 기온자료를 생성하여 사용해 왔다(Seino, 

1993; Kim et al., 2002; Jung et al., 2005; Jung et al., 2006; Yun, 2006; Chung and Yun, 

2008; Kim et al., 2009, 김대준, 2012). 하지만 조화해석이란 12개월별 평균값 사이의 빈 공간을 

추정곡선에 의해 평활화 하는 과정이므로 생성된 일별 기상자료는 평균값의 경향은 잘 보여주지만 

연차변이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김대준, 2012).

  ‘Chill-day’ 모형에 의하면 꽃눈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내생휴면에 들어가고 냉각량

(chill-days)으로 불리는 온도시간이 누적된다. 냉각량은 그 날의 기온이 미리 정해둔 적절한 

추위(chilling) 범위에 해당될 때만 계산되며, 여러 날의 적산냉각량이 저온요구도(chill 

requirement, Cr)에 도달할 때까지 꽃눈은 휴면상태를 유지한다. 이 저온요구도는 식물종별로 

서로 다르며, 휴면의 진행 상태는 이 적산냉각량(일명 ‘휴면심도’, dormancy depth)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 일단 휴면심도가 저온요구도에 이르면 더 이상 냉각량을 누적시키지 않고 

식물의 꽃눈은 긴 잠에서 깨어 난 상태, 즉 내생휴면 해제상태로 간주된다. 내생휴면이 해제되

었다면 이론상 이제부터 온도조건만 좋아지면 발아단계로 접어든다(김진희, 2013).

  발아 이후 개화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가온량에 의해 표현되는데, 식물이 개화하는데 

필요한 가온량의 적산값은 식물종에 따라 다르다. 사실 가온량은 지금까지 흔히 써오던 

생장도일(growing degree days, GDD)과 같은 개념이며 계산방법도 동일하다. 발아 후 가온량의 

적산값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개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수준을 고온요구도(heating 

requirement, H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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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온대낙엽활엽수의 개화일 예측 모형 개념도 

  그림 3은 온대낙엽활엽수의 개화일 예측 모델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표로 꽃봉오리가 

개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오랜기간의 저온요구도(Rc) 및 고온요구량(Rh)에 순차적으로 노출되어야 

꽃눈의 개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오산 지역의 생장도일을 분석해보자 

하였으나 기상청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가장 근거리인 수원지역과 용인지역의 생장도일과 

2020년 조사된 봄꽃 개화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020년 조사대상종을 실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개나리 꽃눈파열시기 

3월 16일, 개화시작시기 3월 24일, 개화(>50%)시기 3월 27일이다. 왕벚나무 꽃눈파열시기 3월 

25일, 개화시작시기 3월 30일, 개화(>50%)시기 4월 1일이다. 잔털벚나무 꽃눈파열시기 3월 25일, 

개화시작시기 3월 31일, 개화(>50%)시기 4월 3일이다. 진달래 꽃눈파열시기 3월 9일, 개화시작

시기 3월 23일, 개화(>50%)시기 3월 24일이다. 

  생장도일(Growing Degree Day, GDD)은 적산온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식물의 발아부터 성숙까지 

생육단계에 따라서 어느 일정량의 열량을 얻어야 비로소 성숙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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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개화시기, 성숙기 등과 같은 생물계절(phenology)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온도적산 값이다. 일반적으로 적산온도(생장도일)는 일최고온도와 일최저온도의 평균값과 기준

온도와의 차이의 합으로 계산되며 일평균온도가 기준온도보다 낮으면 적산온도(생장도일)는 

0으로 계산한다. 기준온도는 생육에 필요한 한계온도로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월 13일 생장도일의 수치가 41.90℃으로 나타나자 그래프 곡선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 자료로 확인한 수치로는 4℃를 넘어서야 꽃눈 파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당 표를 보면 수원과 용인 두 지역 모두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4. 수원지역 생장도일 

  또한 주차장에 위치한 왕벚나무의 경우 꽃눈파열시기 3월 27일, 개화시작시기 4월 2일, 개화

(>50%)시기 4월 6일이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전시원 내의 왕벚나무, 

잔털벚나무와 주차장의 왕벚나무들은 개화시작시기에 +3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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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용인지역 생장도일

  경기도청(수원)의 왕벚나무는 꽃눈파열시기 3월 23일, 개화시작시기 3월 28일, 개화(>50%)

시기 4월 2일이다. 당시 날짜의 생장도일 온도를 확인하면 각각 꽃눈 파열 7.6℃, 개화 시작은 

11℃, 개화 50% 이상은 13℃ 이상으로 측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인 경기도청 벚꽃축제 개최 시 개화시기 예측을 통하여 

봄꽃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개화예측 모델링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하였고 실제 모니터링과 모델링을 통한 오차 범위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식물의 생육은 앞선 시기의 기후가 누적되어 나타나므로(Lee et al., 2008; Sparks et al., 

2000) 기온과 봄 식물계절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평균기온, 

일적산온도(YDI, 일평균기온이 0℃ 이상의 값을 누적한 일적산온도), 온량지수(Tn, 연중 일평균

기온이 5℃ 보다 높은 날이 6일 이상 지속되고 그로부터 일평균기온이 5℃ 미만인 날이 6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사이의 일수) 및 발아누적온도(SCT: Sprouting cuumulative temperature, 

1월 1일부터 발아가 시작될 때까지의 누적한 일적산온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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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 changing trend of spring phytophenological index                   *p < 0.05

물향기수목원 경기도청 Total
rate of
change

Sig. SE

발아 왕벚나무 124.3 135.1 132.9 -1.880 0.046* 0.383

개화 왕벚나무 127.2 145.2 136.5 -2.112 0.677 1.613

개엽 왕벚나무 121.3 117.6 123.2 -1.651 0.045* 0.439

  봄 식물계절시기의 자료는 1월 1일을 1로, 12월 31일을 365로 계산하여 각 연도별 발아, 

개엽 및 개화시기를 변환하였다. 최초 조사·기록한 2010년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대상수종의 

발아, 개엽, 개화시기를 각각 평균하여 봄 식물계절지수(SPI, Spring Phytophenological Index)를 

산출하고(Lee et al., 2009), 이들의 평균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대상으로 기온

자료를 종속변수로 연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시기별 변화를 도출한 후 10년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봄 식물계절지수와 기온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상관성이 높은 기온지표를 

중심으로 발아일수와 기온지표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변화율을 구하여 식물계절 시기의 

장기적인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시원과 경기도청 두 곳에서 모두 조사된 수종은 왕벚나무 뿐이어서 왕벚나무의 자료들을 

가지고 식물계절지수를 산출하고 이 두 지역의 평균 변화율을 조사하였다. 두 지역 모두 도심지 

내 위치하고 있고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점차 식물계절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의 해발고는 물향기수목원 11m, 경기도청 26m 로 수치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6.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spring phytophenological index

Jan. Feb. Mar. Apr. May YDI Tn SCT

왕벚나무 -.114 -.243 -.344 .089 -.403* .808** .691** .488**

*p < 0.05, **p < 0.01

  봄의 온도는 식물의 봄철 생육에 영향을 미치고(Lechowicz, 1995), 겨울과 봄의 온도는 식물의 

개화나 개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Chmielewski et al., 2004). 이 중 생육개시일 

예측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온관련 변수는 2월, 3월, 4월 평균기온, 일적산온도(YDI), 온량지수

(Tn) 등이 있다(Cannell and smith, 1983; Chmielewski and Rotzer, 2001; Choi et al.,2016; 

Jo and Ahn, 2008; Nuttonson, 1948).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각 지역별 발아일수와 다양한 

기온지표(1-5월 월평균기온, 일적산온도, 온량지수, 발아누적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적산온도(YDI), 온량지수(Tn), 발아누적 온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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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에 발아를 시작하여 3월말 ~ 4월 초에 개화하는 왕벚나무의 경우 평균기온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생육이 시작하는 달과 2개월 전의 월평균기온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Jung and 

Lee, 2018; Menzel et al., 2006)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The change of time series in SPI(식물계절지수)

  봄 식물계절 시기의 장기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자 2010년∼ 2019년 동안 봄 식물계절지수

(SPI)의 시계열 변화를 확인하였다. 수목원, 경기도청, 수리산, 축령산 모두 SPI 변화율이 음의 

값으로 식물계절 시기가 모두 빨라지고 있었다(그림 4). 물향기수목원내와 경기도청 모두 변화율이 

음의 값으로 식물계절 시기가 모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향기수목원은 –3.474일. 

10년, 경기도청의 경우 기존에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기상청의 과거 자료를 산출하여 확인

한 결과 –3,697일.10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리산 –3,931일.10년으로 나타났으며 

축령산의 경우 –2,468일.10년으로 식물계절시기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기존 연구와 10년 동안의 지난 현재 축령산을 제외한 수목원, 경기도청, 수리산 지역이 

모두 4.4일∼5.9일 정도 빠른 변화율을 보이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의 양상이 더욱 빨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축령산의 경우 연평균기온이 도심지에 비하여 다소 낮아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 연구에서 수종별로 변화율은 다른 편이었고(윤경담 등, 2014), 

수목원과 경기도청 지역에서 왕벚나무 모두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해안 지역보다 내륙에서 

봄 식물계절시기가 앞당겨지며(Lee et al., 2009), 지역의 규모가 크고 산업화 및 공업화된 

도시의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Lee and Lee, 2003) 본 연구에서도 지역의 규모가 큰 

수원의 경기도청과 오산 도심지 내 수목원의 지리적 영향으로 인하여 변화율이 빠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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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본 연구를 시작할 때 생물계절성 모니터링(실측)을 통해 꽃눈파열 후 개화시작시기까지 소요

되는 일수는 평균 16일(2019년까지 기준) 이었으나, 2020년 같은 경우 대략 5일 정도 소요

되어 물향기수목원 전시원 내 4월 1일, 주차장 4월 2일, 경기도청 4월 2일 개화(>50%)시기

를 확인하였다. 물론 꽃눈파열 후 개화시작시기의 소요일수 또한 평균 10~12일로 기존보다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왕벚나무, 개나리, 진달래 등 대표적인 봄꽃을 대상으로 발아, 개화, 개엽의 봄 식

물계절 시기의 변화 경향과 기온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온의 변화는 10년 동안 

2월 보다 3~4월의 월평균 기온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수목원과 수원 도청의 평균기온이 

높았다. 지역별로 수목원에서 가장 빨리 식물계절시기가 도래하였다. 

3. 봄 식물계절시기는 물향기수목원은 –3.474일(10년), 경기도청의 경우 기존에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기상청의 과거 자료를 산출하여 확인한 결과 –3,697일(10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고, 수리산 –3,931일(10년)로 나타났으며 축령산의 경우 –2,468일(10년)로 식물계절시기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며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기존 연구와 10년 동안의 지난 현재 축령산을 제외한 수목원, 경기도청, 수리산 지역이 모두 

4.4일∼5.9일 정도 빠른 변화율을 보이고 있고, 2020년의 경우 기상자료를 관측한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로 12월부터 2월까지 모두 영상의 온도를 기록하였다.

5. 식물계절지수(SPI)의 시계열 변화를 확인한 결과 4개 지역의 변화율이 모두 음의 값으로 

식물계절 시기가 모두 빨라지고 있었다. 그 중 수목원, 경기도청 및 수리산과 같은 도심지역 

일수록 변화율이 컸으며, 다소 거리가 떨어진 축령산의 경우 변화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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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령산 철쭉동산의 생육활성 방안 연구

(자체연구, 2020)

이서희

 

요  약

  본 연구는 서리산에 조성한 철쭉 동산에 약전정 및 도장지 제거 등을 통한 갱신법이 철쭉의 

신초 생육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총 6개의 실험구 중 

1,4,6구역은 약전정으로 철쭉을 제외한 기타 식물종은 벌목하고 철쭉 주간을 지상으로부터 

60cm±5cm 남기고 약전정 하였다. 2,3,5구역은 도장지를 일괄 제거하고 고사한 가지를 선별하여 

제거하였으며 광합성에 방해가 되는 주변 진달래 가지도 일부 제거하였다. 약전정하기 전 구역

별로 화아 및 엽아의 수를 조사하여 추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약전정 

후 근맹아와 주간맹아의 수치 등을 관찰하여 철쭉의 생육상태 정도를 관찰하였다. 실험구별 

시료 분석을 통해 철쭉동산이 충분한 부엽토임을 확인하고 토양활성화를 위해 고형복합비료가 

아닌 수용성 비료를 활용한 엽면시비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칼륨, 칼슘, 인산암모늄, 

황산가리, 풀빅산 등 5가지 비료를 엄선하여 엽면시비 실험을 시행하였다. 

Ⅰ. 서  론

  진달래속(Rhododendron ssp.) 식물은 꽃의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원예적으로 관상가치가 

높으며 추위와 병해충에 강하고 맹아력이 뛰어나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정식, 

2009).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이 속해있는 축령산과 서리산의 경우 정상부와 능선을 따라 철쭉

동산이 대규모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매년 대표적인 개화 축제 행사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해마다 개화시기에 꽃의 개화가 일정치 않고 수세가 

약한 것으로 보여 봄철 개화기에 맞춰 열리는 축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마다 성대한 봄철 개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축령산과 

서리산 정상부에 위치한 철쭉동산 군락지의 생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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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리산에 조성한 철쭉 동산(N37˚46'03.80" E127˚18'38.27")의 개화율 추이를 살피고 

철쭉의 생육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4월 연구 지역 내에 6개의 실험구를 설치하였다. 

실험구 3곳에서는 맹아(sprout)의 발생을 통해 신초의 생장과 화아(flower bud, 花芽)와 엽아

(leaf bud, 葉芽)의 형성을 촉진시켜 생육상태가 불량한 철쭉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주간의 기부를 

전정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나머지 실험구 3곳에서는 도장지 및 고사한 가지를 제거하여 철쭉의 

생육 조건을 개선하였다.

  각 실험구의 처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4, 6구역 실험구는 약전정으로 철쭉을 

제외한 기타 식물종은 벌목하고 철쭉 주간을 지상으로부터 60cm±5cm 남기고 약전정 하였다. 

2, 3, 5구역은 도장지를 일괄 제거하고 고사한 가지를 선별하여 제거하였으며 광합성에 방해가 

되는 주변 진달래 가지도 일부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쭉 삽수를 채집하여 5*10*10판의 

삽목 작업도 5,6,7월 1회씩 시행하였으나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과습으로 인하여 삽수 개체의 

훼손으로 활착률이 0%에 가까웠다. 삽목 상자를 90% 차광막 아래 배치해 두었으나 며칠 째 

종일 95%의 습도 상태가 지속되어 삽목한 개체들이 살아남기엔 어려운 환경이었다.

  더불어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실험구 6곳의 토양 시료를 채집하여 한국임업

진흥원에 시험 의뢰 하였다. 시료 채집 시 실험구마다 방사형으로 돌아가며 5point의 토양의 

시료를 채집하여 가져왔고 습기가 적고 통풍이 원활한 공간에 펼쳐놓고 말린 뒤 체로 걸러 

최대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실험구 별 1kg 이상의 시료를 제공하였다. 이후 토양시험분석 

시험의뢰서를 바탕으로 칼륨, 칼슘, 인산암모늄, 황산가리, 풀빅산 등 총 5종의 비료를 엄선하여 

엽면시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양묘장 내 철쭉 1베드를 실험구로 지정하여 5개체씩 10개 구역을 

나눈 것은 반복 실험을 위함이다. 각 비료별로 2L씩 1:1000 비율로 희석하여 주 1회, 총 2주에 

걸쳐 엽면시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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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화아 및 엽아의 형성

  생육 상태 조사를 위해 실험구 6곳의 화아 및 엽아의 개수를 관측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

다.(표 1.)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엽아 화아 엽아 화아 엽아 화아 엽아 화아 엽아 화아 엽아 화아

개체1 910 700 315 270 246 94 410 89 240 110 120 0

개체2 930 1,211 330 230 430 600 276 116 170 26 78 0

개체3 354 85 220 29 1,902 1,205 320 230 256 90 281 0

개체4 680 415 - - - - 370 580 360 83 203 13

개체5 180 90 - - - - 330 33 163 68 - -

개체6 547 1,208 - - - - 380 150 - - - -

개체7 690 1,115 - - - - 310 208 - - - -

개체8 450 264 - - - - - - - - - -

개체9 85 60 - - - - - - - - - -

표 1. 2020년 철쭉 동산 구역별 화아 및 엽아 수 관측

2. 토양 시험

  시험 항목은 입도분석, 산도,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염분, 납, 구리, 아연, 카드뮴, 망간, 알미늄, 철 등이다. 시험 방법은 

입도분석 : Hydro-meter법, 산도 : pH-meter법, 유기물 : 건식산화법, 전질소 : 건식산화법, 

유효인산 : Lancaster법, 양이온치환용량 : 1n-초산암모니움 침출법, 칼륨-나트륨-칼슘-마그네슘 

: 원자흡광광도법, 전기전도도 : EC-meter법, 염분 :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납-구리-아연-

카드뮴-망간-알미늄-철 :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등이 이용되었다.

  토양 분석 종합 성적표(표 2.)를 살펴보면 실험구의 토양은 모두 약산성에 가까운 산성 토양

으로(산성 : pH 7.0 이하, 약산성 pH 6) 철쭉의 경우 약산성 토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라고 한다. 물빠짐이 좋고 다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부식질 토양을 선호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다만 철쭉은 질소량이 많은 비료를 주면 꽃눈 형성이 어렵고 겨울철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질소량이 적고 인산과 칼슘이 많은 비료를 선택해야한다.(출처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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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번호

입도분석

산도 

pH

유기

물

OM

(%)

전질

소

TN

(%)

유효

인산

(mg 

kg¯¹)

양이

온 

치환

용량

CEC

(cmol 

kg¯¹)

치환성 양이온

(cmol·kg¯¹)

EC

(dS·

m¯¹)
NaCl 

(%)

Pb

(mg 

kg¯¹)

Cu

(mg 

kg¯¹)

Zn

(mg 

kg¯¹)

Cd

(mg 

kg¯¹)

Mn

(mg 

kg¯¹)

Al

(mg 

kg¯¹)

Fe

(mg 

kg¯¹)

모

래

(%)

미

사

(%)

점

토

(%)

토성 K﹢ Na﹢ Ca²﹢ Mg²

﹢

plot1 39.2 43.5 17.3
L

(양토)
4.8 15.16 0.794 17.3 25.67 0.45 0.06 1.16 0.43 0.37 0.004

133.

60
34.68

108.

32
1.97

425.

87

5962

5.07

3689

6.73

plot2 51.3 32.9 15.7
L

(양토)
5.0 12.52 0.530 33.7 23.25 0.35 0.08 2.57 0.56 0.26 0.003

151.

13
24.90

118.

13
2.28

488.

88

7413

8.83

4412

3.10

plot3 45.8 37.5 16.7
L

(양토)
4.8 12.70 0.644 16.1 23.83 0.36 0.05 0.78 0.25 0.42 0.003

149.

58
28.53

122.

02
1.90

545.

55

7448

6.23

4440

1.72

plot4 29.7 50.2 20.1
SiL

(미사질 

양토)

5.1 13.38 0.661 17.2 25.67 0.38 0.06 1.29 0.42 0.26 0.003
132.

10
32.20

113.

17
2.33

574.

77

6695

6.28

4125

8.62

plot5 31.0 47.3 21.7
L

(양토)
5.2 13.73 0.628 21.9 26.62 0.43 0.08 2.68 0.51 0.27 0.003

126.

15
21.50

102.

88
1.63

472.

67

6564

8.22

3927

5.08

plot6 34.9 45.0 20.1
L

(양토)
4.8 17.37 0.795 17.5 27.57 0.39 0.08 2.77 0.67 0.34 0.003

132.

70
23.98

106.

30
1.75

358.

55

6174

7.32

3779

4.40

표 2. 토양 분석 종합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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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전정 실시 전 후 비교

Plot 1.

경계선 설치

(2020.05.27.)

Plot 1.

약전정 후

(2020.06.04.)

Plot 4.

경계선 설치

(2020.06.02.)

Plot 4.

약전정 후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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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약전정 실시 전후 

  철쭉의 전정 단면에는 수목 상처보호제인 락발삼을 도포하였다. 11월 중순에는 실험구를 재방

문하여 약전정 후 근맹아와 주간에 난 맹아가 몇 개인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관찰하였다.

구분

1구역 4구역 6구역

근맹

아
주간

최장

(㎝)

최단

(㎝)

근맹

아
주간

최장

(㎝)

최단

(㎝)

근맹

아
주간

최장

(㎝)

최단

(㎝)

개체1 84 57 35.3 3.8 4 49 9 1 15 0 11 2

개체2 14 89 11.8 2.6 11 78 38 0.8 7 0 28.8 13

개체3 23 15 11.6 2.4 9 34 6 0.4 10 0 10 5

개체4 4 25 9.4 2.2 24 19 26 1 3 0 3.8 1.8

개체5 3 19 16.2 1 3 165 17 1

개체6 29 35 21 0.8 10 2 2 0.4

개체7 27 19 27.4 3.7 38 3 18 0.2

개체8 43 5 19 0.4

표 3. 약전정 후 근맹아와 주간맹아의 수 및 최장단 길이

Plot 6.

경계선 설치

(2020.06.08.)

Plot 6.

약전정 후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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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점은 6구역의 경우 약전정 하기 전 개화한 꽃과 화아의 수가 모두 0이었는데 주간에 난 

새싹 또한 없다는 것이다. 전정 작업을 시행하며 음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 진달래 및 

단풍나무의 전정을 시행하였다. 내년 초 6구역 철쭉의 생육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도장지 및 고사지 제거 전후 비교

Plot 2.

경계선 설치

(2020.06.01.)

Plot 2.

도장지 제거

(2020.06.01.)

Plot 3.

경계선 설치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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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장지 및 고사지 제거 전후

구역 내 철쭉의 도장지 및 고사지를 제거하며 주변 잡목 및 광합성을 방해하는 인근 가지 또한 

전정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생육활성화 효과는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Plot 3.

도장지 제거

(2020.05.27.)

Plot 6.

경계선 설치

(2020.06.08.)

Plot 6.

고사지 제거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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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쭉 삽수 채집 후 삽목 작업

그림 3. 철쭉 삽수 채집 및 삽목

  철쭉 삽수를 채집하여 5*10*10판의 삽목 작업도 5,6,7월 1회씩 시행하였으나 장마철 집중 

호우에 따른 삽수 훼손으로 활착률이 0%에 가까웠다. 삽목 상자를 90% 차광막 아래 배치해 

두었으나 며칠 째 종일 95%의 습도 상태가 지속되어 매우 과습하였고 삽목한 개체들이 살아남기엔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1~6구역별 경계선 설치

철쭉 삽수 채집

숙지삽, 녹지삽 삽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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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엽면 시비

그림 4. 엽면 시비 전후 및 전경 모습

경계선 안내문 부착 1차 엽면 시비 후(전경) 2차 시비 후(잎)

인산암모늄

칼륨

칼슘

풀빅산

황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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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임업진흥원의 토양시험분석 시험의뢰서를 바탕으로 선정한 칼륨, 칼슘, 인산암모늄, 황산가리, 

풀빅산 등 5종의 비료는 10월 초 2주 간, 2회에 걸쳐 엽면시비 하였다. 철쭉의 경우 일반 조경 

· 농원에서 화분을 구하기 어려워 물향기 수목원 양묘장 내 1베드를 실험구로 설정하였다. 

약 50개체를 대상으로 10개체씩 * 5구역의 경계선을 설치하고 엽면시비 1회시 1:1000 비율로 

희석한 2L 용액을 분무하였다.

7. 종자정선

그림 5. 종자수집 및 저장

  축령산 철쭉 동산에서 철쭉의 개화 이후 열매 생성 이후 미성숙 시기부터 성숙 시기까지 총 4

회 이상 수집한 종자는 정선하여 약 3,000립을 종자저장실 내에서 저온 보관 중이다. 

철쭉동산 종자수집 종자저장실 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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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철쭉의 개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조사지마다 화아 및 엽아를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지 내 개체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1구역으로 9개체가 나타났고, 엽아와 화아 모두 1구역이 가장 많이 조사 되었다. 큰 개체의 

경우 화아가 1,200개 이상 조사되었고, 엽아도 85개에서 930개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3구역의 철쭉이 3개체로 가장 적었는데 엽아는 1,900개 이상 나타났으며 

화아도 1,200개 이상 조사되어 철쭉의 개체 크기나 위치에 따라 엽아와 화아가 비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6구역의 경우 철쭉 4개체 중 3개체에서 화아가 아예 없는 것을 

확인했고 개화 모니터링이 불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 연구는 약전정 및 도장지 제거 등을 통한 갱신법이 철쭉의 신초 생육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부 개체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측에서 관람동선을 

따라 철쭉 외 관목(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등)에 강전정을 실시하여 실험구 내에서는 

약전정 또는 도장지와 고사지 제거만 하였다. 

 

3. 조사지 내 약전정 후 근맹아와 주간맹아의 수와 최장단 길이를 조사해 보았다. 약전정이 

이루어진 조사구역은 1구역, 4구역, 6구역으로 근맹아와 주간맹아 모두 잘 발달하였는데 

가장 최장 길이는 35㎝였고, 최단 길이는 1㎝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주간맹아에 비하여 

근맹아의 발달이 훨씬 많았고 특이점으로 6구역의 경우 근맹아만 발달하고 주간맹아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서 매우 특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철쭉 시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지 내 토양분석을 통하여 토양은 모두 약산성에 가까운 

산성 토양으로(산성 : pH 7.0 이하, 약산성 pH 6) 조사되었다. 철쭉의 경우 약산성 토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물빠짐이 좋고 다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부식질 토양을 선호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질소량이 많은 비료를 주면 꽃눈 형성이 어렵고 겨울철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질소량이 

적고 인산과 칼슘이 많은 비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사지는 시료 

수집 당시 충분한 부엽토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고형복합비료가 아닌 수용성 비료를 활용한 

엽면시비가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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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연구

(국립수목원 공동연구, 2010~계속)

이서희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물계절성 변화는 7일 이상일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종의 잎눈파열시기는 전시원 44/45, 수리산 32/35, 

축령산 33/41개체가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고, 꽃눈파열시기도 전시원 37/45, 수리산 32/35, 

축령산 39/41개체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지복수초, 복수초, 깽깽이풀, 미치광이풀, 

피나물 등 초본류의 성장시작시기는 1월 초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2020년 일평균기온이 1월 1.6℃, 2월 2.4℃ 등 2010년~2020년 중 최고 기온이고 최심신적설이 

2.5cm로 동일 기간 대비 최저수치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후 

온난화 현상은 대규모 산림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매미나방 유충이 금년의 따뜻한 겨울을 

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대번식을 하게 된 것이다.(김대선 등, 2020). 이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산림생태계교란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밖에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주요 타겟종으로 변산바람꽃과 는쟁이냉이를 선정하고 각각 생물계절성 

집중 모니터링 및 예비실험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다. 변산바람꽃은 안양 수리산 

자생지 내 5개의 방형구를 설치하고 기초 식생조사 및 개화율과 결실율을 조사하였다. 2016년 ~ 

2017년 동일 조사지를 관찰한 야장을 살펴보면 금년의 개화율을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는쟁이냉이는 피트모스 0.5, 상토 2, 마사 1 비율의 배합이 양평 용문산 자생지의 

환경조건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2021년 열매 결실을 맺으면 종자 

수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종자를 이용한 유성번식을 통해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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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되었으며, 제 40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의 생태계 부분에서는 리스크 

평가 및 적응에 대해 강조하였다.(Noble et al., 2014) IPCC 제5차보고(2014)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0.85℃

(0.65~1.06℃)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 동아시아지역의 평균기온은 이전 세기에 비해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식물학자들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에는 15~37%의 종이 

멸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Thomas et al., 2004).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서식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분포 조성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윤영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 조사대상종 선정

  조사 대상 식물은 수목원과 수목원 외 지역에 식재 또는 자생하고 있는 식물종 중 “기후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조사 매뉴얼” (산림청·국립수목원, 2010)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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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6분류군

취약종

(17)

북방계

(12)

침엽수(4) 구상나무, 전나무, 주목, 눈향나무

활엽수(3) 복자기, 매자나무, 마가목

초본류(5) 피나물, 너도바람꽃, 나도개감채, 는쟁이냉이, 점현호색

남방계

(5)

활엽수(3) 미선나무, 노각나무, 히어리

초본류(2) 미치광이풀, 변산바람꽃

관심종

(29)

침엽수(4) 소나무,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은행나무

활엽수(21)

당단풍나무, 진달래, 산철쭉, 철쭉, 생강나무, 산수유, 개나리, 신
갈나무, 갯버들, 무궁화, 수수꽃다리, 백목련, 함박꽃나무, 자귀나
무, 아까시나무, 왕벚나무, 졸참나무, 서어나무, 매발톱나무, 모감
주나무, 단풍나무

초본류(4) 복수초, 산국, 원추리, 깽깽이풀

미포함

(10)

활엽수(9)
고광나무, 고추나무,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때죽나무, 매화말발도
리, 병꽃나무, 자작나무, 잔털벚나무

초본류(1) 가지복수초

표 1. 전체 조사대상식물 목록

2. 조사 내용 및 수행 항목

  가. 계절성 모니터링

    1) 조사기간

  조사는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였고 3~5월(주 2회)를 제외한 기간에는 1주 1회 

수행원칙을 따랐다. 전시원 111회, 축령산 49회, 수리산 52회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식물계절성 모니터링시 가급적 동일한 시간에 관찰하였고 전경 사진은 같은 각도에서 

촬영하였다.

    2)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조사대상종의 식물 계절성(꽃눈파열시기, 개화시작시기, 개화(>50%)시기, 낙화

(>90%)시기, 비산시작시기, 비산종료시기, 열매성숙 시작시기, 열매성숙 절정시기, 잎눈파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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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엽시기, 단풍(>50%)시기, 단풍(>90%)시기, 낙엽(>90%)시기 등) 및 기상인자(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심신적설, 강수량, 평균습도 등)이다. 모니터링 후 조사대상종의 주기적 

계절 생태변화를 조사 야장에 기록하였으며, 관찰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다.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별도 기입 하였다.

표준목 사진 촬영 자생지 식생조사 연구사업 신규안내문 부착

그림 1. 조사 수행 모습

    3) 미기상기후 측정

  1차 사업기간(‘09~‘18년) 동안 기후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 날씨누리 지상 관측자료’ 

중 수원 유인관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제작한 ‘미기후 관측장비’를 

인공보존원에 설치하여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참고링크 :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Ⅲ. 결과 및 고찰

1. 계절성 모니터링

  가. 물향기수목원(오산)

  생물계절성 변화는 7일 이상일 경우 유의미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2010년~2019년 평균값과 비교시 목본의 잎눈파열시기는 은행나무(수)-13일, 은행나무

(암)-8일, 전나무-8일, 주목(수)-8일, 노각나무-23일, 매발톱나무-10일, 매자나무-18일, 

모감주나무-7일, 무궁화-17일, 미선나무-20일, 복자기(암)-14일, 산수유-8일, 생강나무

(수)-15일, 생강나무(암)-9일, 수수꽃다리-23일, 왕벚나무-17일, 잔털벚나무-14일, 졸참나무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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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진달래-15일, 철쭉-13일, 히어리-7일 빨라졌다. 특히 잎눈파열시기는 산철쭉+18일을 

제외한 모든 대상종이 빨라졌다. (2020년 신규 추가 대상종 7종은 논외로 한다.)

  개엽시기는 복자기(암)-10일, 철쭉-8일 빨라졌고 소나무+8일, 은행나무(암)+12일, 모감주나무

+16일 늦어졌다. 그러나 은행나무(암)과 모감주나무의 경우 생육 상태가 불량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목을 변경하였으므로 목본의 활력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단풍(>90%)시기는 은행나무(수)-13일, 은행나무(암)-9일, 잣나무-7일, 전나무-11일, 갯버들

(수)-21일, 노각나무-7일, 산수유-16일, 자귀나무-7일, 철쭉-13일, 히어리-8일 빨라졌고 매자나무

+9일, 무궁화+12일, 미선나무+21일, 수수꽃다리+11일, 잔털벚나무+7일 늦어졌다. 매자나무, 

무궁화는 표준목을 중도 변경하였다.

  낙엽(>90%)시기는 갯버들(수)-14일, 노각나무-10일, 산수유-10일 빨라졌고 매자나무+16일, 

무궁화+22일, 생강나무(수)+8일 늦어졌다.

  꽃눈파열시기는 갯버들(암)-36일, 매발톱나무-12일, 매자나무-26일, 복자기(암)-13일, 산수유

-43일, 산철쭉-8일, 생강나무(암)-15일, 수수꽃다리-57일, 왕벚나무-10일, 잔털벚나무-11일, 

철쭉-9일, 히어리-8일 빨라졌고 서어나무+7일, 생강나무(수)+7일, 졸참나무+12일 늦어졌다.

  개화시작시기는 개나리-9일, 노각나무-9일, 매자나무-7일, 미선나무-14일, 백목련-11일, 

복자기(암)-9일, 산수유-10일, 산철쭉-7일, 생강나무(수)-10일, 수수꽃다리-7일, 왕벚나무

-10일, 잔털벚나무-11일, 진달래-7일, 히어리-16일 빨라졌고 갯버들(수)+9일 늦어졌다.

  낙화(>90%)시기는 갯버들(암)-12일, 노각나무-7일, 매자나무-8일, 미선나무-10일, 백목련-10일, 

생강나무(수)-14일, 자귀나무-16일, 잔털벚나무-8일, 진달래-10일, 철쭉-8일 빨라졌다. 

  초본류의 경우 성장시작시기는 가지복수초-42일, 깽깽이풀-55일, 미치광이풀-39일, 산국-44일, 

피나물-66일 빨라졌다. 그러나 최소 1달 이상의 차이값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의 모니터링이 

빨라야 2월 초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기후변화 조사원의 상시 고용 및 작년 

겨울 기온의 영향으로 1월 2일 현장 관측 나갔을 때 이미 초본들의 성장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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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엽시기의 특이사항으로는 산국이 12일 늦어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꽃눈파열시기는 

가지복수초-37일, 깽깽이풀-29일 빨라졌고 산국+8일 늦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화시작시기는 가지복수초-13일, 깽깽이풀-9일 빨라졌고 미치광이풀+10일 늦어졌다.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산국-7일, 피나물-45일 빨라졌고 깽깽이풀+12일, 미치광이풀

+17일 늦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목본 및 초본의 열매성숙 시작시기 및 절정시기의 경우 2019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

였으므로 비교할 누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분석이 어려웠다. 

  나. 수리산(안양)

  2010년~2018년 평균값과 비교시 목본의 잎눈파열시기는 은행나무(수)-9일, 은행나무

(암)-15일, 일본잎갈나무-11일, 개나리-10일, 갯버들(수)-8일, 병꽃나무-11일, 산수유-21일, 

생강나무(수)-14일, 신갈나무-13일, 아까시나무-10일, 왕벚나무-8일, 잔털벚나무-16일, 

졸참나무-8일, 진달래-25일, 철쭉-9일 빨라졌고 단풍나무+7일 늦어졌다. 참고로 수리산의 

소나무, 은행나무(수), 은행나무(암), 잣나무, 주목(수), 개나리, 갯버들(수), 병꽃나무, 산수유, 

생강나무(수), 아까시나무, 왕벚나무는 조사대상종 표준목을 교체하였다.

  개엽시기는 잣나무-24일, 생강나무(수)-9일 빨라졌고 은행나무(암)+8일, 개나리+10일, 병꽃나무

+13일, 산수유+10일, 졸참나무+14일 늦어졌다.

  단풍(>90%)시기는 은행나무(수)-15일, 잣나무-7일, 아까시나무-15일, 왕벚나무-22일 빨라

졌다. 

  낙엽(>90%)시기는 갯버들(수)-25일, 왕벚나무-27일 빨라졌고 산수유+9일, 잔털벚나무+7일 

늦어졌다. 갯버들(수)의 경우 3/4분기 안양시 측에서 실시한 환경 정비에 따라 표준목이 

절반 이상 전정되었다. 

  비산시작시기는 일본잎갈나무-7일 빨라졌고 잣나무+9일 늦어졌다.

  꽃눈파열시기는 당단풍나무-7일, 백목련-14일, 산수유-17일, 신갈나무-8일, 아까시나무-8일, 

왕벚나무-9일, 진달래-12일 빨라졌고 무궁화+9일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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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시작시기는 갯버들(수)-12일, 당단풍나무-8일, 백목련-13일, 산수유-9일, 신갈나무-10일, 

졸참나무-7일, 진달래-12일 빨라졌고 무궁화+10일 늦어졌다.

  낙화(>90%)시기는 갯버들(수)-17일, 백목련-9일, 진달래-10일 빨라졌고 개나리+12일 늦어

졌다. 개나리와 갯버들(수)의 경우 표준목을 교체하였으므로 표준목 주변 환경 및 수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나리는 12월 초 이상개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초본의 경우 조사대상종 4종(나도개감채, 변산바람꽃, 산국, 피나물) 모두 기존 모니터링 

중이던 군락이 소실되어 새로운 개체를 찾느라 성장시작시기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식생조사를 통해 대상종별 3개체씩 여유분을 찾아두었으므로 2021년에는 원활한 모니터링 

수행을 기대한다.

  또한 변산바람꽃의 경우 방형구 5포인트를 설치하여 생물계절성 변화를 집중 모니터링 하

였다.(N 37°21’35.16” E 126°54’02.36”)

3월 16일 3월 19일 3월 30일 4월 6일

4월 13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7일

그림2. 변산바람꽃 군락 방형구 모니터링

  특히 변산바람꽃의 금년 개화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현장에서 관측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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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설치일 총 개체 수 개화율 결실율

1구역 2020.03.11 10 - -

2구역 2020.03.11 24 - -

3구역 2020.03.11 30 2/30 2/2

4구역 2020.03.19 11 2/11 1/2

5구역 2020.03.11 49 2/49 2/2

표 2. 방형구별 개화 및 결실 모니터링

  2020년 1,2월 평균기온이 높고 적설량이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려 한다. 변산바람꽃 방형구 내에는 미나리냉이, 벌깨덩굴, 줄딸기, 큰개별꽃, 

현호색, 피나물, 고사리, 산자고 등이 있었다.

  개엽시기는 피나물-17일 빨라졌고 꽃눈파열시기도 피나물–17일 빨라졌다. 개화시작시기는 

피나물-12일 빨라졌다. 반면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피나물+12일 늦어졌다. 그 외 

대상종은 차이값이 7일 미만이거나 과거 미대상종이어서 비교할 데이터가 없었다.

  수리산의 경우 물향기수목원(오산)과 축령산(남양주)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심각했다. 주로 

매미나방 유충에 의한 식해 현상이었으며, 활엽수인 당단풍나무, 왕벚나무, 자작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에서 유독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림 3. 매미나방 유충(5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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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정상발달) 6월 10일 (잎의 3/4 식해) 7월 15일 (수세 회복)

그림 4. 자작나무 전경사진 비교

  7월 이후 표준목들은 영양기관인 잎을 자력으로 회생하였다. 그러나 열매 결실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병해충 피해와 7월과 8월에 30일 이상 지속된 집중호우의 영향인 것으로 보

인다.

  다. 축령산(남양주)

  2010년~2018년 평균값과 비교시 목본의 잎눈파열시기는 소나무-11일, 잣나무-8일, 주목

(암)-8일, 산철쭉-20일, 생강나무(수)-9일, 생강나무(암)-12일, 신갈나무-10일, 왕벚나무-16일, 

잔털벚나무-18일, 졸참나무-12일, 진달래-8일, 철쭉-20일, 함박꽃나무-13일 빨라졌고 전나무

+8일, 주목(수)+7일, 복자기(암)+9일 늦어졌다. 참고로 구상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생강나무(수), 생강나무(암), 신갈나무, 함박꽃나무는 표준목을 교체하였다.

  개엽시기는 소나무-20일, 잣나무-11일 빨라졌고 전나무+10일, 주목(수)+10일, 주목(암)+7일, 

병꽃나무+10일, 복자기(암)+7일, 서어나무+7일, 졸참나무+10일 늦어졌다. 

  단풍(>90%)시기는 갯버들(수)-10일, 갯버들(암)-13일, 복자기(수)-8일, 산철쭉-7일, 왕벚나무

-9일, 잔털벚나무-30일 빨라졌고 잣나무+9일, 주목(수)+12일 늦어졌다.

  낙엽(>90%)시기는 잔털벚나무-34일, 진달래-9일, 철쭉-9일 빨라졌다. 잔털벚나무의 경우 

생육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여 단풍 및 잎 탈락이 조기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생지 내 대체할 

개체를 찾기 힘든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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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 시작시기는 일본잎갈나무-11일 빨라졌고 잣나무+8일 늦어졌다. 비산 종료시기는 7일 

이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꽃눈파열시기는 당단풍나무-8일, 생강나무(수)-10일, 생강나무(암)-16일, 진달래-11일 빨라졌고 

병꽃나무+16일, 복자기(암)+7일 늦어졌다.

  개화시작시기는 갯버들(수)-15일, 갯버들(암)-10일, 당단풍나무-14일, 생강나무(암)-14일, 

왕벚나무-9일, 진달래-8일 빨라졌다. 

  낙화(>90%)시기는 갯버들(수)-17일, 갯버들(암)-16일, 산철쭉-8일, 생강나무(암)-12일, 

왕벚나무-8일 빨라졌고 병꽃나무+8일 늦어졌다. 개나리는 11월 중순 이상개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이사항은 개나리, 단풍나무, 서어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개나리의 표준목은 

금년에 신규 발견하여 누적 데이터가 없으므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단풍나무와 서어나무의 

경우 2010년~2018년 5월 경 정상적으로 열매 생성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목본의 활력 상태에 

따른 해거름인지 이상 기후현상 결과인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초본의 성장시작시기는 는쟁이냉이-26일, 미치광이풀-44일, 복수초-40일 빨라졌다.

  꽃눈파열시기 미치광이풀-7일, 복수초-54일 빨라졌다. 개화시작시기는 미치광이풀-11일, 

점현호색-8일 빨라졌다. 낙화(>90%)시기는 너도바람꽃-11일 빨라졌다.

  낙엽·지상부고사(>90%)시기는 는쟁이냉이-48일 빨라졌고 미치광이풀+10일, 피나물+11일 

늦어졌다. 그러나 는쟁이냉이의 경우 계곡의 돌 틈에 자생하며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계곡물이 

불어나 군락이 훼손되어 조기에 조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미치광이풀과 피나물은 모니터링 

중이던 군락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고사 지연의 이유가 주변 환경의 영향인지 추후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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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변화

  가. 일평균기온

일평균
기온(℃) 1월 2월

2010년 -4.4 1.4
2011년 -7.3 0.6
2012년 -2.7 -1.9
2013년 -3.4 -1
2014년 -0.6 2.1
2015년 -0.5 1.3
2016년 -2.1 0.9
2017년 -1.5 0
2018년 -3.6 -1.6
2019년 -1.1 0.8
2020년 1.6 2.4

표 3. 2010년~2020년 일평균기온

 

그림 5. 2010년~2020년 일평균기온 도식화

  2010년~2020년 일평균기온 중 1,2월의 기온변화는 생물계절 모니터링에 있어 매우 큰의미가 

있다.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온 11년 중 2020년 1월 1.6℃(평균값+4.32) 2월 2.4℃(+2.14)로 

가장 높다. 특히 1월의 경우 유일하게 영상의 온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2020년 1, 2월 높은 

기온은 봄철의 심각한 병해충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측한다. 원래라면 월동 중 일부 개체를 

남기고 고사했을 알들이 죽지 않고 대부분 부화했기 때문이다.

  나. 최심신적설

최심신적설 
최대(cm) 1월 2월 3월

2010년 19.5 1.8 6.4
2011년 9.2 1.1 1.5
2012년 4.7 0.3 0
2013년 6.5 7.8 0
2014년 3 2.3 5
2015년 3 1.2 0
2016년 3.7 1.8 0
2017년 7.1 0 0
2018년 2.8 2.5 1.6
2019년 0.1 3.9 0
2020년 0 2.5 0

표 4. 2010년~2020년 최심신적설

 

그림 6. 2010년~2020년 최심신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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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최심신적설 2.5cm로 지난 11년 중 최저 기록이다. 기존에는 2019년 4cm가 

최저 기록이었다.

일강수량

(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26.9 56.7 78.7 58.6 100.7 116.1 206.8 372.8 375.9 30 18.1 29.3

2011년 11.3 49.8 23.4 186.4 74.2 391.5 794.3 315.1 32.8 38.4 46.3 12.4

2012년 9.9 0.7 43.1 125.5 16.5 100.8 572.3 426.2 241 98.6 66.5 47.2

2013년 23.1 53.4 48.2 69.5 129 69.6 405.9 157 183.6 5.6 63.5 33.6

2014년 9.9 16.5 10.9 55.7 64.4 68.1 264 290.9 92 85.4 44.2 27.1

2015년 17.5 22.7 12.5 99.2 32.6 30.2 225.8 71 6.9 67.4 116 49.3

2016년 4.6 52.6 54.8 79.2 156.4 37.4 317.7 73 67.8 99.1 17.4 63.4

2017년 19.4 22.5 9 52.5 22.5 27.6 684.5 359.7 26.1 28.7 37.6 38.5

2018년 7.9 29.1 86 128.8 196.4 107 222.7 218.6 61.7 132.7 78.1 24.1

2019년 0.5 33.4 39.6 43.6 26.7 68.8 190.9 117.9 201.9 73.1 92.2 26.2

2020년 61 59.2 19.5 15.8 97.9 91.1 384.7 659.3 163.4 22.2 56.8

표 5. 2010년~2020년 일강수량

그림 7. 2010년~2020년 일강수량

  반면 일강수량은 2020년 1,2,8월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월 61mm, 2월 59.2mm, 8월 

659.3mm이다. 최심신적설은 최저인데 반해 1,2월 일강수량은 최고기록이다. 또한 8월 장기간 

강우로 인해 표준목의 수세 및 열매 결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월 659.3mm는 11년간 

평균값 대비 +419mm 이상 증가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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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외 보존

  가. 는쟁이냉이 

  는쟁이냉이는 비타민 A, C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산채라 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물김치, 무침, 쌈용, 샐러드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강원도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는쟁이냉이 소스를 개발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는쟁이냉이의 

활용이 적은 이유는 자생지의 환경이 계곡 주변의 습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시설재배나, 임간

재배지에서 재배되어 판매되지 못하고 야생 채취 형태만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 외 보존 및 증식 재배를 위한 기후변화 취약식물 대상종으로 는쟁이냉이를 선정하였다.

  우선 양평(용문산) 자생지에서 는쟁이냉이 6개체를 채집하여 포트에 이식하였다. 자생지의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피트모스 0.5 : 상토 2 : 마사 1의 비율로 혼합 하였다. 또한 자생지가 

계곡 주변의 물이 흐르는 바위 위나 물이 자박자박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저면관수를 시행하였다. 

는쟁이냉이 군락은 큰 나무들이 우거진 음지에서 발견되어 포트 또한 나무 그늘 아래 배치하고 

차광막을 설치하였다.

9월 16일 (식재) 10월 19일 (한 달 경과) 11월 13일 (두 달 경과)

그림 8. 자생지와 같은 환경변수 적용 후 경과 모습

  참고로 자생지와 달리 12월 중순 경에도 (세 달 경과) 지상부가 고사하지 않았다.

차광막 설치 음지 배치 저면관수

그림 9. 차광막 설치 및 저면관수

  9월~10월 주 2회, 11월~12월 주 1회 관수를 시행하였다. 자생지의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포트 내 흙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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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조사대상종의 잎눈파열시기는 전시원 내 총 45분류군 중 44분류군이, 수리산의 경우 총 

35분류군 중 32분류군이, 마지막으로 축령산의 경우 41분류군 중 33분류군의 잎눈파열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꽃눈파열시기도 전시원 총 45분류군 중 37분류군, 

수리산의 경우 35분류군 중 32분류군, 축령산 41분류군 중 39분류군의 시기가 빨라졌다. 

2. 또한 가지복수초, 복수초, 깽깽이풀, 미치광이풀, 피나물 등 초본류의 성장시작시기는 1월 

2일 조사 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2020년 일평균기온이 1월 1.

6℃, 2월 2.4℃ 등 2010년~2020년 중 최고 기온이고 최심신적설이 2.5cm로 동일 기간 

대비 최저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2020년 1,2월의 경우 지난 10년 대비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으며 평균값과 

비교 시 12월 2.07℃, 1월 4.32℃, 2월 2.14℃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식물의 휴면시기인 12월부터 1-2월까지 영상의 기온이 유지되어 식물의 성장시작이 이르면 

1월부터 시작되는 모습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은 식물의 개화가 시작되는 3월과 

4월의 기온 상승률과 연계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이러한 기후 온난화 현상은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산림병충해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매미나방 유충이 금년의 따뜻한 겨울을 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대번식을 하게 된 

것이다.(김대선 등, 2020). 이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산림생태계교란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병충해에 의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주요 타겟종으로 변산바람꽃과 는쟁이냉이를 

선정하고 각각 생물계절성 집중 모니터링 및 예비실험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였다. 

변산바람꽃은 안양 수리산 자생지 내 5개의 방형구를 설치하고 개화율과 결실율을 확인하였다. 

1구역 0/10, 2구역 0/24, 3구역 2/30, 4구역 2/11, 5구역 2/49개체 개화였고 3구역 2/2, 

4구역 1/2, 5구역 2/2 결실을 맺었다. 2016년~2017년 동일 조사지를 관찰한 야장을 확인한 

결과 금년의 개화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로 인하여 2021년에는 성체 수집 및 종자 수집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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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는쟁이냉이는 피트모스0.5, 상토2, 마사1의 배합이 양평 용문산 자생지의 환경 조건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2021년 열매 결실을 맺으면 종자 수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자를 이용한 유성번식을 통해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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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적응 및 탄소흡수증진을 위한 수종육성연구
(공동연구, 2010~2025)

채정우

요   약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의 북한계선을 규명하고 대상 수종의 중부지방의 적응력 시험 

및 장기산림시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험목의 평균 생존율은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순이었으며, 지난해까지 생존목이 있던 강화 석모도 

시험림은 전 개체 고사하였다. 후박나무는 평택의 경우 근맹아 형태로 생존 된 개체가 2월과 

상반기에는 발견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지상부가 고사한 형태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상부 고사 

개체의 근맹아(根萌芽) 갱신 및 줄기의 잠아에서 잎이 돋아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지역에서 

매우 낮은 생장량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현지 수종의 경쟁에 밀려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나무의 경우 태안 안면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사하였다. 고사율은 

겨울이 지난 직후인 2월 조사보다 봄 가뭄이 지난 후인 상반기 조사 때 더 높았으며, 지역과 

생존율 감소와의 관계는 해안에서 가까운 정도인 해양성 기후의 영향보다는 위도에 따른 

편차가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생장량은 안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수종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안면도 지역의 연간 생장량은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순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후박나무는 전 시험지에서 미비한 생장량을 

보임으로써 향후 인공조림 시 현지 수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조림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중부지방 조림수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Ⅰ. 서  론

  “지금 인류의 운명은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라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08년 뉴스위크의 기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 온난화는 

현시대의 지구와 지구인들에게 닥친 가장 큰 사회·정치·경제·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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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생물 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남극과 

그린란드의 붕빙이 무너지고 세계 빙하의 80%가 녹고 있으며 유례가 없이 강력한 태풍으로 

천문학적인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100년간 전 지구는 

0.74℃ 증가하는 동안 한반도는 1.87℃ 상승하였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가 지구 온난화에 

민감한 지역이며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후변화가 ‘정점’에 이르러 통제권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갑자기 재앙이 닥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류는 ‘지구 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교토의정서)’ 등의 협약체결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와 

산림에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연평균기온의 상승에 따라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의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목학 교과서(도감)에 언급되었던 “울릉도에서 해발 600m까지 자생한다.”

라는 동백나무는 760m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과거 남부 내륙지방 및 중남부지역 

해안가에서만 분포하던 난대성 상록수들의 북한계선이 상승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현재 중부지방의 숲을 이루고 있는 수목들에도 온난화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으로 

인한 산림의 쇠퇴가 시작되고 있는 실태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대에는 강원도 

및 지리산을 제외한 한반도에서는 소나무가 자생할 수 없고 강원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동백나무가 생존할 수 있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은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및 

중부지방에서 산림을 구성하는 낙엽성 참나무류 등 주요 수종들은 언젠가는 더는 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에 따른 향후 장기조림 수종 및 단기소득 수종 선정 시 온난화에 

대한 고려와 대책 수립이 절실하며 난대성 상록수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경기도 지역의 

분포 및 식재 가능 여부에 관한 최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대 및 온대남부성 상록수종 중 자원화 및 용재수의 가치가 있는 

상록성 참나무류와 저온 피해에 민감한 후박나무, 먼나무의 경기지역 분포한계 및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응시험을 실시하여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산림보전에 기여하고 장기

산림시책 수립 및 산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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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수행 방법

  가. 시험림 조사

표 1. 시험림 내역 (4개 수종×50본×3반복)

관리기관 수종
식재

년도

식재장

소
면적 본수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2010 평택 0.3ha 600본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2010 안면도 0.3ha 600본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2010 강화 0.3ha 600본

    1) 공시수종

      가) 참가시나무(Quercus salicina)

      나) 종가시나무(Quercus glauca)

      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라)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마) 먼나무(Ilex rotunda)

    2) 대상지: 3개소, 총면적 1.8㏊(연구 초기 함께 조성된 충주는 시험지 제외함)

      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번지 경기산환연 시험림 내

      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23번지 석모도수목원 내

      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시험림 내

    3) 시험 규모

      가) 대상수종 :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2-0묘

      나) 식재시기 : 2010년 장마기 직전(6월 중)

      다) 추가식재 : 2012년 장마기 직전(6월 중) ⇒ 붉가시나무

                 2013년 장마기 직전(6월 중) ⇒ 참가시, 종가시, 붉가시나무

                 2014년 장마기 직전(6월 중) ⇒ 참가시, 종가시, 붉가시나무

                 2015년 장마기 직전(6월 중) ⇒ 참가시, 종가시, 붉가시나무

                 2016년 11월 중 ⇒ 참가시, 종가시, 붉가시나무

                 2017년 장마기 직전(6월 중) ⇒ 참가시, 종가시, 붉가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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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화  석 모 도 -

 

- 태 안  안 면 도 -

 

- 평 택 -

그림 1. 선단 시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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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재방법 

       가)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 각 50본 × 열식 3반복

       나) 먼나무 : 50본 × 2열

    5) 식재밀도 : 1.8m × 1.8m

  나. 수행 기간

    표1. 연차별 추진계획 

세 부 과 제 명 ‘13 ‘14 ‘15 ‘16 ‘17 ‘19

 1. 생육환경에 따른 주요 조림수종의 적응 특성 연구

 2. 생육 적지 이동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성 검정
·

   표2. 당해연도 계획 

세 부  추 진 계 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장량 조사

동계 피해조사

시험지 관리(제초)

학술연구 발표
 

  다. 관리내용

    1) 풀베기: 1.8ha(3개소)

    2) 생육상황 및 특성 조사: 1.8ha(3개소)

    3) 잡관목 제거: 1.8ha(3개소)

    4) 시험지 기상 특성 조사

    5) 기타 일반관리 (야생조수 대비 보호망 설치): 1.8ha(3개소)

  라. 시험지별 관리 방법

    1) 생육조사 : 수종 간 생존율 및 생장(수고, 근원직경) 조사 후 분석, 연 1회

    2) 동계피해 조사 : 연 1회(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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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숲 가꾸기(제초작업 및 상층목 가지치기) : 7∼8월, 각 시험지 12회 실시

    4) 보호망 및 고라니(노루) 기피제 설치

      가) 시기 : 11월 중 ∼ 3월 말

      나) 대상 : 수고 1.2m 이하 ⇒ 보호망 설치

                수고 1.2m 초과 ⇒ 고라니 기피제 설치

             ※ 수관폭 1.5m 이상인 경우, 기피제 2개(1.5m 당 1개) 설치

그림 2. 기후변화 시험지 숲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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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후변화 시험지 가지치기 및 숲 가꾸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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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활착률(생존율)

표 3. 선단시험 조림지별 공시수종 생존율
                                  (단위 : %)

  시험목의 시험지별 생존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와 2019년, 2020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수종별로 생존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2017에서 2020년의 

전체 평균값에서 보았을 때 종가시나무가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17년도에는 

붉가시나무와 참가시나무 순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참가시나무와 붉가시나무 순이었다. 

후박나무는 강화 석모도 지역에서는 매번 조사 시 생존 개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택의 경우 근맹아 형태로 생존 된 개체가 2017년 상반기에는 발견되었으나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상부가 고사한 형태로 조사되었다. 태안에서는 2017년도에는 일부 생존 개체가 

발견되었으나 2019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전부 고사하였다. 먼나무의 경우 태안 안면도를 

제외하고는 전량 고사하였다. 태안의 경우 2017년도와 2019년도 생존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평택 시험지의 경우 2019년도 생존율은 2017년도 하반기 생존율의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지역과 생존율 감소와의 관계는 해안에서 가까운 정도인 해양성 기후의 영향보다는 

위도에 따른 편차가 큰 영향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시점

장소

2017년 하반기 2019년 2020년

참

가

시

종

가

시

붉

가

시

후

박

먼

나

무

참

가

시

종

가

시

붉

가

시

후

박

먼

나

무

참

가

시

종

가

시

붉

가

시

후

박

먼

나

무

평택 70 81 77 0 0 44 51 44 0 0 44 50 44 0 0

충주

태안 99 100 99 2 30 99 98 99 0 17 99 99 98 0 16

강화 27 32 29 0 0 27 32 29 0 0 0 0 0 0 0

전체

평균
65.33 71.00 68.33 0.67 10.00 56.67 60.33 57.33 0.00 5.67 47.67 49.67 47.33 0.00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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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평택] 선단조림지 생존율

그림 5. [태안] 선단조림지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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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강화] 선단조림지 생존율

2. 생장량

  식재된 묘목의 당해 생장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와 2019, 2020년에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측정한 수종별 수고 및 근원 직경의 평균값에서 산출한 재적과 2017년 3월에 동일하게 

산출한 재적의 차를 지역별로 산출하였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안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참가시·종가시·붉가시 수종의 연간 생장량의 증가 폭은 미비하였으며, 후박과 

먼나무의 생장량은 고사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평택에서는 참가시나무의 

경우 2020년도에는 재적 생장량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종가시나무와 붉가시나무는 소폭 

증가하였고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모두 2020년에 재적 생장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박나무와 먼나무는 생존 개체들이 전부 고사함에 따라 재적 생장량이 

감소하였다. 안면도에서는 가시나무류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재적 생장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후박나무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재적 생장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전부 고사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먼나무의 경우 2017년도에는 재적 생장량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2019년도에는 생존 개체의 생장으로 소폭 증가하여 2020년에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강화에서는 참가시나무의 경우 하반기에는 많이 증가하여 2019년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종가시나무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재적 생장량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붉가시나무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는 재적 생장량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의 조사에서는 가시나무류가 모두 고사하여 재적 

생장량이 감소하였다. 후박나무와 먼나무의 경우 시험목이 고사함에 따라 모든 기간에서 재적 

생장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후박나무는 전 시험지에서 미비한 생장량을 보이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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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함으로써 향후 인공조림 시 현지 수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조림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중부 조림수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7. 선단시험 조림지별 대상수종 재적 생장량(단위 : ㎤)

그림 8. 조사 기간별 [강화] 선단조림지 대상수종 재적 생장량(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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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사 기간별 [평택] 선단조림지 대상수종 재적 생장량(단위 : ㎤)

그림 10. 조사 기간별 [태안] 선단조림지 대상수종 재적 생장량(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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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의 북한계선을 구명하고 대상 수종의 중부지방의 적응력 시험 

및 장기산림시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험목의 평균 생존율은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순이었다. 후박나무는 강화 석모도 지역에서는 매번 

조사 시 생존 개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택의 경우 근맹아 형태로 생존 된 개체가 

2월과 상반기에는 발견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지상부가 고사한 형태로 조사되었다. 먼나무의 

경우 태안 안면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사하였다. 고사율은 겨울이 지난 직후인 3월 

조사보다 봄 가뭄이 지난 후인 상반기 조사 시 더 높았으며, 지역과 생존율 감소와의 관계는 

해안에서 가까운 정도인 해양성 기후의 영향보다는 위도에 따른 편차가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생장량은 안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수종의 연간 생장량이 큰 변화가 없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안면도 지역의 연간 생장량은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순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후박나무는 전 시험지에서 미비한 생장량을 

보임으로써 향후 인공조림 시 현지 수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조림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중부지방 조림수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년 전 기피제와 보호망 비교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호망 내 잎, 가지 및 겨울눈의 

피해 또한 나타나지 않아 보호망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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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 및 도입수종 생육 육성시험
(공동연구, 2009~2023)

채정우, 배찬호, 김선희

1. 관련 연구과제명

  가. 주요 조림수종의 유전형질 개량 및 진전세대 육성 연구

  나.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적응성 우수 도입수종 육성 연구

    1) 외국유망수종 지역적응성 시험

    2) 기후변화 적응 수종육성 연구(보고서 기 별도 제출)

  다. 바이오매스생산 증진을 위한 포플러류 및 버드나무류 우수 품종 육성 

2. 사업기간: 2020년 4월 13일～2020년 11월 30일

3. 산림사업 용역체결 사유: 원거리 시험림의 원활한 시험림 조성 및 관리

4. 사업 시험림 및 과업 내역

  가. 시험림 내역

표 1. 시험림 내역

관리기관 수종
식재
년도

식재장소
면적
(ha)

시험지명

경기도  
산림환경
연구소

잣나무 1982 경기 군포시 속달동 0.16 

차대검정

잣나무 1984 경기 군포시 속달동 1.30 
잣나무 1985 경기 군포시 속달동 0.90 
잣나무 1986 경기 군포시 속달동 2.30 
잣나무 1988 경기 군포시 속달동 0.30 
잣나무 1992 경기 군포시 속달동 0.40 
잣나무 1994 경기 군포시 속달동 0.40 
잣나무 1990 경기 군포시 속달동 0.39 

백합나무 1971 경기 군포시 속달동 0.5 외국유망수종 

지역적응성 

시험

스트로브잣나무 1972 경기 군포시 속달동 0.7

독일가문비나무 1980 경기 군포시 속달동 0.7
붉가시나무 등 

4수종 2010 경기 평택, 강화, 안면도 0.9 기후변화 적응 시험

사시나무류 2020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0.7 속성수 지역시험
계 8수종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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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업내용

    1) 임내 관리 : 풀베기 1회, 잡관목 제거, 고사목 제거, 가지정리 등 일반 관리  

    2) 생장 조사

      가) - (유전형질 개량) 잣나무(’85, 0.9ha), 잣나무(’90, 0.39ha) 지상스캔 조사 협조

      나) (지구온난화) 2010년 0.9ha 붉가시나무 등 4수종 생장조사(수고, 근원경)

         ※ 지구온난화 생장조사 결과는 별도 제출함

     3) 종자 예찰 : (지구온난화) 1972년 스트로브잣나무(0.7ha) 

    4) 시험림 조성 : (바이오매스) 사시나무류 교잡종 클론 검정림 신규 조성(0.7ha)

    5) 병해충예찰 및 방제(공통) 

       ※ 시험지 상황에 따라 임내 관리 시업사업 조정

표 2. 시험지별 과업 내역

수종 식재
년도

사업 
면적
(ha)

과업 내역 비고

잣나무 1982 0.16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차대검정

잣나무 1984 1.3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표찰정비

잣나무 1985 0.9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사협조

잣나무 1986 2.3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잣나무 1988 0.3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잣나무 1992 0.4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잣나무 1994 0.4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표찰정비

잣나무 1990 0.39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사협조

백합나무 1971 0.5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외국유망 
수종 

지역적응성 
시험

스트로브 
잣나무 1972 0.7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종자예찰

독일가문비
나무 1980 0.7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붉가시나무 
등 4수종 2010 0.9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생장조사

기후변화 
적응시험

사시나무류 2020 0.70 임내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림
속성수 

지역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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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 결과

  가. 임내 관리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1회(8월), 고사목 제거 1회(12월)

  나. 생장 조사

      지구온난화 생장조사 결과 별도 제출

  다. 종자예찰

     밀식으로 인한 예찰 불가

  라. 시험림 조성

      1) 사시나무류 교잡종 클론 검정림 신규 조성 완료(0.7ha)

      2)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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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 1996～계속)

김선희, 김성신

요   약

  산림지역 대기오염도와 강수의 산성화 실태를 파악하여 수목과 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강수산도 및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였다. 경기도내 7개소의 강수산도는 

평균 pH 5.88로 약산성을 나타냈으며, 이산화황 평균 2.3ppb로 정상 기준 20ppb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이산화질소 역시 평균 9.9ppb로 기준 30ppb이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오존은 

25ppb로 세 항목 모두 정상범위로 나타났다. 

Ⅰ. 서  론

  오늘날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은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공업단지의 대규모화 현상에 

따른 연소화합물의 다량배출,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인간뿐만 

아니라 수목, 야생동물 등 산림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중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산성비에 의한 피해이다.

  산성비는 수관을 통과하면서 중화되고 2차적으로 토양층으로 들어가 토양내의 양이온, 수목의 

뿌리나 미생물에 의하여 산성물질이 중화되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면 물의 산도가 

정상이 되며, 이것은 숲의 정화기능 중 일부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산성비는 숲의 완충역할을 

감소시켜 토양 중의 산성물질(H+)이 증가되고 토양의 산성화가 촉진된다. 강우의 pH가 4.5이하로 

떨어지면 식물체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며, pH가 3.0이하가 되면 잎의 표피조직이나 세포질을 

파괴하여 잎 조직이 죽게 되므로 잎 주변이나 잎맥 사이에 갈색, 또는 황갈색의 반점이 생기며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체내의 양분성분을 용탈시켜 결국에는 양분결핍을 초래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원의 실험 연구에 의하면, 붉은가문비나무에 pH 2.5의 산성비를 

5개월 동안 뿌린 결과, 40～50%의 낙엽율을 보인 바 있다(허인애 외 10인, 1992).

  산성강하물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는 다양한 형태 또는 배출원으로 발생하는 질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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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토양의 pH가 정상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현상이다. 산림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수목의 적정 토양산도 범위는 pH 5.5~6.5이며 적정 미생물 서식 조건은 

pH 6.0~7.0 범위이나, 토양산도가 pH 4.5 이하로 떨어지면 토양중의 Ca, Mg, K 등의 양분 

성분이 산성물질인 수소이온(H+)과 치환되어 지하수에 용탈되어 지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산성 물질 중화이온이 고갈되면 토양의 완충능이 낮아져 토양은 산성화되고 식물에 독성이 

강한 알루미늄, 망간 등의 중금속들이 용출되어 식물 뿌리에 독성을 끼쳐 고사시키거나 

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산림토양 산성화 현상은 수목 및 토양의 화학적인 순환

체계를 변화시키고 수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등의 산림쇠퇴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피해들은 

산림 훼손에 국한하지 않고 복잡한 형태로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은 장기간의 물리․화학적 과정의 복잡한 고리의 최종 산물로써 산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초 단계이다. 이러한 대기물질의 유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는데 하나는 습성유입이고, 다른 하나는 건성유입으로 나누고 있다(Summers, 

1991). 습성유입은 강수, 강설, 안개, 우박, 진눈개비 등에 의해 유입되는 형태이며, 건성유입은 

가스, 에어졸, 먼지 등의 형태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며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경기 7개소 내에서 습성강하물과 건성강하물(SO2, NO2, O3))의 유입량 및 토양 

이화학적 특성 조사를 통해 산림지역 대기오염도와 강수의 산성화 실태를 파악하고, 수목과 토양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토양 산성화로 인한 피해 저감과 

산성화 완화 및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양 산성화 영향 인자 

및 산림생태계의 반응 인자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조사구 설정 및 개황 

  강수채취 및 SO2, NO2, O3의 농도 측정 위치는 경기도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7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평균거리는 각 지점마다 40km×40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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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습성 유입물 채취지역

번호 채 취 지 역 행 정 구 역

① 광주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② 여주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

③ 파주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④ 남양주 남양주 수동면 외방2리

⑤ 군포 군포시 속달동

⑥ 안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⑦ 평택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2. 경기도 산림지역의 강수채취 및 산도 분석

  강수채취는 직경 25.3cm의 원통형 측우기가 부착된 자동강우채취기를 표 1에 나타낸 지역에 

1대씩 설치하여 매 강수마다 채취하였다.

  채취한 강수는 산도측정기(Orion 4star pH meter)를 이용하여 산도를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경기도 산림지역의 강수채취 및 산도 측정 분석 

  2020년 지역별 평균 강수산도는 광주 pH 5.66, 여주 pH 5.95, 파주 pH 5.98, 남양주 pH 

5.93, 군포 pH 6.03, 안산 pH 5.98, 평택 pH 5.72로 나타났으며, 강수산도의 수치는 2019년 

측정치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평균 pH 값이 5.88로 pH 5.87로 나타난 작년에 비하여 pH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상 강우 pH 5.6 이상 지역은 7개 지역에서 모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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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0년 월별 강수 산도 단위 : pH
     지역

  월
광주 여주 파주 남양주 군포 안산 평택 평 균

1 - 6.19 6.93 6.35 5.91 6.50 5.86 6.29

2 5.98 6.19 5.90 5.72 6.19 5.67 5.93 5.94

3 5.91 6.25 6.29 6.56 6.26 6.30 6.27 6.26

4 6.02 6.53 6.31 6.70 6.76 6.71 6.71 6.53

5 5.29 6.04 6.10 6.04 6.23 5.87 6.02 5.94

6 5.79 5.45 5.08 5.77 5.74 5.83 5.19 5.55

7 5.45 5.36 5.25 5.69 5.75 5.31 5.07 5.41

8 5.69 5.47 5.58 5.25 4.88 5.20 5.36 5.35

9 5.70 6.01 5.89 5.85 5.69 5.48 5.54 5.74

10 5.24 5.82 - 6.06 6.05 - - 5.79

11 5.46 6.73 6.48 6.07 6.65 5.89 6.02 6.19

12 - 5.28 5.93 4.89 6.20 - 4.67 5.39

평균 5.66 5.95 ·5.98 5.93 6.03 5.98 5.72 5.88

※ ‘-’ 는 강우량 부족 및 결측

그림 1. 2020년 월별 강수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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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강수 산도        단위 : pH

  년도 

지역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5 17 18 19 20

광주 4.9 5.1 5.4 5.7 5.7 5.5 5.4 5.1 5.3 5.6 5.9 5.7 6.2 5.9 5.7 5.6 5.7 5.6 5.9 5.7 5.7 5.7

여주 5.3 5.2 5.8 5.7 6.1 5.7 5.8 5.3 5.6 5.6 6.0 5.9 5.9 5.6 5.4 5.4 5.5 5.8 5.8 6.0 6.0 5.9

파주 4.7 4.7 5.5 5.7 5.8 5.6 5.8 5.4 5.4 5.5 5.4 5.9 6.1 5.7 5.5 5.1 5.6 6.0 5.9 5.8 5.9 6.0

남양주 4.5 4.6 5.0 5.3 5.6 5.3 5.5 5.1 5.5 5.7 5.3 5.2 5.3 5.4 4.7 5.2 5.2 5.6 5.9 5.6 6.0 5.9

군포 5.1 4.9 5.5 5.7 5.7 5.4 5.6 5.7 6.0 6.3 5.9 5.6 5.9 5.9 5.6 5.3 5.4 5.5 5.8 5.7 5.9 6.0

안산 5.2 5.2 5.4 5.6 5.8 5.5 5.5 5.4 5.8 5.6 5.6 5.8 5.9 5.7 5.1 5.5 5.2 5.8 5.8 5.6 5.7 5.9

평택 4.9 4.8 5.2 5.4 5.7 5.7 5.8 5.8 5.9 5.6 5.4 5.5 5.8 5.6 5.3 5.3 5.4 5.6 5.9 5.7 6.0 5.7

평균 4.9 4.9 5.4 5.6 5.8 5.5 5.6 5.4 5.6 5.7 5.6 5.7 5.9 5.6 5.3 5.3 5.4 5.7 5.8 5.7 5.9 5.9

 ※ ‘-’ 는 강우량 부족 및 결측

그림 2. 연도별 강수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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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산림지역의 대기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측정

  2002년 4월부터 기존 Pbo2 Candle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편리성과 친환경성을 개선

시키기 위해 대기물질 포집기(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대기 이산화황(SO2) 및 이산화질소

(NO2) 포집하고, 2009년부터 오존(O3) 항목이 추가되어 분석하고 있다. 대기물질 포집기는 

지상 1m 높이로, 표 1의 각 지역에 설치 후 1달 동안 노출시켜 포집하고 있으며, 대기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는 30일 기준으로 노출하여 측정하고 있다. 시료는 

초순수와 0.15%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추출하여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하였다.

  강수의 산성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산화황 농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평균 

2.1ppb, 여주 2.1ppb, 파주 2.3ppb, 남양주 2.0ppb, 군포 2.1ppb, 안산 2.9ppb, 평택 2.0ppb 

등으로 안산이 2.9ppb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대기환경 기준치 20ppb를 초과하지는 않는 

농도지만 산성비 원인물질로서 강수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6개 지역 

모두 대기환경기준치인 20ppb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4를 보면 1～5월, 12월경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황 

배출도 늘어난다고 추정된다. 이산화황은 주로 석탄, 석유 속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연소 

과정에서 생기고, 화력 발전소나 공단이 있는 경우 대기 중 이산화황이 유입되어 수치가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인 지역과 울산, 군산, 여수 등 공단지역 일원에 대체로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화황에 의한 직접적인 식물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대기오염에 의한 식물피해가 주로 만성적인 생리장애 임을 고려하면 낮은 농도의 장기 

노출이 우려되며, 지의류 및 선태류 등 민감 생물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조사도 병행되

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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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20년 이산화황(SO2)농도                                   단위 : ppb

      월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광주 5.60 2.51 3.02 2.82 2.11 2.73 2.16 1.71 1.26 1.79 3.17 3.33 2.68

여주 2.89 2.06 2.77 2.36 1.84 2.51 1.64 2.13 1.26 1.75 2.02 1.88 2.09

파주 4.16 1.96 2.52 2.70 2.15 1.93 2.01 1.70 1.75 1.48 2.39 2.85 2.30

남양주 3.84 1.70 2.90 2.71 1.87 1.78 1.10 1.21 0.76 1.10 2.15 2.39 1.96

군포 2.98 2.46 2.87 2.45 1.69 2.10 1.80 1.28 1.14 1.25 2.25 2.58 2.07

안산 4.68 3.07 3.12 2.66 2.54 2.87 2.25 2.38 1.89 2.66 3.01 3.21 2.86

평택 2.83 1.51 3.05 3.26 2.23 1.92 1.33 1.71 1.05 1.00 1.61 1.97 1.96

평균 3.85 2.18 2.89 2.71 2.06 2.26 1.76 1.73 1.30 1.58 2.37 2.60 2.27

그림 3. 2020년 이산화황(SO2)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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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이산화황(SO2)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광주 5.33 5.24 3.79 3.41 2.87 3.66 2.68

여주 4.54 5.28 2.95 2.65 2.18 2.62 2.09

파주 8.76 6.23 3.68 2.15 2.51 2.89 2.30

남양주 5.04 4.60 3.18 2.52 2.48 2.63 1.96

군포 6.39 6.59 3.63 3.37 2.72 3.16 2.07

안산 8.10 8.09 6.91 5.84 4.61 4.65 2.86

평택 5.55 4.08 3.02 2.53 2.09 2.74 1.96

그림 4. 연도별 이산화황(SO2) 농도 

  

  이산화질소(NO2)는 2002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환경기준치(07년 대기환경기준법 

변경) 30ppb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발생하며,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시지역이 산림환경에 밀접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도내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12.4ppb, 여주 9.2ppb, 파주 5.3ppb, 

남양주 5.8ppb, 군포 14.8ppb, 안산 7.8ppb 평택 13.9ppb로 군포가 14.8ppb로 가장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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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역 모두 기준 30ppb를 넘지 않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 도내 이산화질소

(NO2) 농도에 비하여 평균 1.5ppb가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6. 2020년 이산화질소(NO2)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광주 25.42 12.78 13.10 12.22 6.82 13.00 11.76 8.70 4.86 7.39 15.41 16.94 12.37

여주 17.25 9.59 8.32 7.10 4.65 8.23 7.85 8.11 3.33 5.39 13.74 16.45 9.17

파주 4.83 5.40 4.18 4.48 3.94 6.38 9.17 6.78 2.53 2.72 6.67 6.89 5.33

남양주 8.97 7.39 7.95 7.42 3.99 7.06 6.96 4.14 1.39 1.80 6.34 6.65 5.84

군포 21.40 14.89 12.63 10.77 - 14.16 14.77 11.50 8.62 12.30 25.04 17.05 14.83

안산 10.56 12.20 6.98 5.95 5.49 6.18 7.63 7.93 4.36 5.59 11.23 10.04 7.85

평택 27.36 15.45 13.28 14.23 7.30 10.09 10.01 11.11 4.56 8.73 21.97 22.22 13.86

평균 16.54 11.10 9.49 8.88 5.37 9.30 9.74 .832 4.24 6.27 14.34 13.75 9.89

그림 5. 2020년 이산화질소(NO2)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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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도별 이산화질소(NO2)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광주 11.95 13.66 11.36 15.23 19.00 15.36 12.37

여주 11.63 11.69 10.47 10.89 13.85 10.34 9.17

파주 10.40 15.73 5.38 5.91 7.67 5.40 5.33

남양주 8.03 14.91 5.83 6.75 9.47 6.94 5.84

군포 18.98 21.08 18.72 17.45 21.97 17.20 14.83

안산 12.38 12.33 8.02 10.10 13.24 9.27 7.85

평택 15.55 16.94 16.37 16.90 16.10 15.34 13.86

그림 6. 연도별 이산화질소(NO2) 농도 

 

  오존(O3)은 09년도부터 대기환경 기준치는 0.06ppb이하(8시간), 0.1ppb이하(1시간)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치의 연평균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캐나다의 대기환경기준치

(연평균 15ppb)와 비교하면 각 지역들은 높은 수치인 편이다. 이런 이유는 청정지역에서 O3 

농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은 현재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산림지역에서 발생된 산소가 강한 자외선을 받아 천연적으로 높은 농도의 오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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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O3을 소멸시킬 수 있는 NO2 역시 적어 오존의 소멸현상이 억제된다. 

따라서 청정지역에서는 O3 소멸현상이 줄어들어 고농도 O3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심보다 산림지역 부근은 오존농도가 높을 수 있다. 

  오존 농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평균 28.9ppb, 여주 18.1ppb, 파주 27.2ppb, 남양주 

27.4ppb, 군포 21.0ppb, 안산 31.3ppb, 평택 20.8ppb이였다. 

표 8. 2020년 오존(O3)농도                                                 단위 : ppb

    월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광주 11.92 23.19 34.05 31.78 39.11 52.18 40.99 23.02 30.56 22.94 20.23 16.32 ·28.86

여주 8.24 17.89 17.67 15.07 26.29 35.63 26.37 18.51 18.84 11.82 11.71 9.49 18.13

파주 15.18 24.25 33.00 35.36 40.31 39.35 37.31 21.32 26.28 17.39 20.00 16.36 27.18

남양주 17.03 23.31 34.38 32.09 39.86 42.28 35.02 20.57 26.12 20.84 19.38 17.40 27.36

군포 9.55 20.69 21.47 18.32 47.74 33.21 25.26 12.87 22.27 12.21 14.90 12.92 20.95

안산 18.14 28.93 29.72 25.35 54.10 52.50 41.40 2.40 31.01 26.35 22.12 22.43 29.54

평택 7.07 16.35 24.84 26.61 54.80 30.74 25.40 12.46 18.87 12.42 12.04 7.80 20.78

평균 12.45 22.09 27.88 26.37 43.17 40.84 33.11 15.88 24.85 17.71 17.20 14.67 24.68

그림 7. 2020년 오존(O3)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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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도별 오존(O3)농도                                          단위 : ppb

         년도

  지역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광주 27.10 40.26 31.81 31.17 28.51 24.85 28.86

여주 23.62 37.91 29.13 24.25 19.78 17.66 18.13

파주 25.82 39.14 41.52 22.70 25.93 20.36 27.18

남양주 32.43 37.23 41.07 33.03 30.46 23.37 27.36

군포 25.42 37.26 28.00 22.75 19.57 18.01 20.95

안 산 33.20 48.20 49.45 40.27 30.62 29.27 29.54

평택 24.03 31.48 26.84 22.88 19.54 16.84 20.78

그림 8. 연도별 오존(O3)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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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경기도 산림지역 내 대기오염에 의한 강수의 산성화 실태를 파악하고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40×40㎞로 구분하여 평택 등 7개 지역에 대한 강수산도

(pH)와 SO2, NO2, O3 농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내 7개 지역의 강수산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산성인 강수로 조사 되었다. 2019년도 

모니터링 수치에서는 군포 지역이 연평균 pH가 5.3로 낮았으나, 2020년 모니터링 수치에서는 

광주, 평택 지역이 pH 5.7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파주, 군포, 여주는 pH 6.0로 

조사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SO2 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안산지역이 2.9ppb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로 광주가 

2.7ppb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2.0~2.3ppb 사이로 비교적 낮은 

오염도를 보였다. 7개 지역 평균은 2.3ppb로 기준 20ppb 이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SO2 평균농도에 비하여 0.9ppb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NO2 농도를 조사 한 결과는 남양주지역이 14.8ppb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지역은 

5.3~13.9ppb 사이로 나타났으며, 7개 지역 평균은 9.9ppb로 기준 30ppb 이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도 NO2 평균 농도 11.4ppb와 비교하였을 때 1.5ppb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O3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로는 안산지역이 31.3ppb로 가장 높았으며, 여주지역이 18.1ppb로 

가장 낮았다. 다만 캐나다와의 대기환경기준치(연평균 15ppb)와 비교하면 각 지역들은 

높은 수치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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