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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산림유전자원 수집․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육상 생태계, 해양, 기타 수생 생태계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

2 008년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생태계 다양성: 한 생태계내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
•종 다양성: 한 지역내 종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
•유전자 다양성: 종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내 개체들 간 유전적 변이를 의미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rva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
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2021년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에 앞서 4개 주제** 논의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11-2020 아이치 목표
(Aichi Target)가 종료됨에 따라 2021~2030년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 구성예정
(4개 주제) ①코로나 이후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②재정격차 해소와
이행수단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④지식·혁신 및
이익공유

2 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구산림목표’(GFGs, Global Forest Goals)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 on Genetic Resources)

①농업 및 토지이용 분야 전반에 걸친 생물다양성, ②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공평한 접근, 지속가능한 활용, ③통합된 접근방법, ④유전자원

•자원제공국(개발도상국)과 자원이용국(선진국)간에 유전자원의

(종자은행 등) 관리

개발 및 이익에 따른 이익 공유 및 접근

2013년 「생물다양성협약」이행과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2014년 (산림청)국가보호종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산림청
훈령 제1205호)
2 016년 고산 침엽수 7수종에 대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복원 대책」 수립 및 추진(2021년 2차 대책 발표)

구상나무 수꽃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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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 보존 체계

•평
 가: 외부형질 평가, 저장성 등 종자활력 평가

수집→평가→보존→활용
•수집: 종 선정, 자생지 조사, 개화 ․ 결실 예찰
※디
 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첨단기술과 드론을 이용한 종자결실
정보 수집(K-포레스트 추진과제)

<현장예찰>

구상나무 종자 외부형질 조사: 3차원 이미지, 장․단폭 길이측정,

•보존: 시설저장(종자은행), 현지외 보존원 조성
구상나무 구과 결실

종자 비산

돌발해충

<비대면 모니터링 기술개발>

•활용: 연구용 소재 분양, 복원소재 육성, 채종원

종자유전자원 수집대상 선정 기준
1. (시급성) 기후변화, 자생지 훼손 등의 요인으로 종자 확보가 어렵고
복원용 소재육성이 요구되는 수종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7수종: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모니터링 장비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구상나무 구과 결실 영상 수집

2. (법적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산림청 보호종
•희귀식물, 특산식물: 왕벚나무(CR, 멸종위기등급), 물들메나무,
노각나무 등
구상나무 구과 영상분석(RGB, 열화상 데이터)

1

구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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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비나무

일본잎갈나무

4

2

5

3

1. 구상나무
2. 분비나무
3. 가문비나무
4. 눈측백
5. 눈향나무

7

종자 채취목 선정 방법

종자 채취 요령

종자채취 시 필요한 도구 및 준비물

종자 채취 시 고려사항

•정보 기록: GPS, 종자채취 야장, 카메라, 필기도구
•채취도구: 고절기, 전정가위, 시료봉투, 시료가방, 장갑

1. 산정 기준으로 3~4개 방향에서 종자 채취
2. 채취봉투 기재 사항 명기 및 종자 채취 야장 작성
•개체별로 구과 및 열매 별도 수집(섞이지 않도록 주의)

분포 및 특성에 따른 채취 규모 선정

•수종식별 및 DNA 분석용 샘플(1년생 가지 10cm) 확보

■일반종 및 대규모 분포 집단

예) 구상나무, 지리산 제석봉-1, GPS001*, 10m/20cm(수고, 흉고직경)

•집단(대상 산지)당 30개체 이상 수집

* 위치정보 직접 기재 가능(N38 07.242 E128 27.840, 1,511m)

•동일종은 개체간 20m 이상 거리 확보
3. 수종별 종자크기 및 정선 후 감량 고려 충분한 양 채취
•구상나무: 30개(최소 5개), 가문비나무: 50개(최소 10개)
•활엽수종: 열매 100개(최소 20개)
4. 등산로, 대피소, 산정 주변 등 식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큰 개체를 대상으로 수집할 것

■희귀, 멸종위기종 및 소규모 분포 집단
•종자 수집 가능한 모든 개체를 대상으로 수집

일본잎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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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잎갈나무 구과 해충피해

눈측백

청사조

9

종자 채취 야장

종자유전자원 특성 평가
외형특성: 2차원 ․ 3차원 이미지, 길이, 무게(백립중)
•장기저온저장 종자 433수종 2차원 이미지 DB구축

산림종자유전자원 외부형질 특성 조사: 이미지자료, 계측(장단폭, 높이), 백립중, 충실비립

희귀, 특산식물 물들메나무 상세이미지

특산식물 산개나리 열매 및 종자특성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7수종 3차원 이미지

구상나무 Abies koreana E.H.Wilson, 특산식물

청사조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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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나리 열매

가문비나무 Picea jezoensis (Siebold & Zucc.) Carrière

11

내부형질 특성평가
•활력평가 방법: 테트라졸리움 염색(TZ test), 파종, 근적외선 분광
분석
분비나무 Abies nephrolepis (Trautv. ex Maxim.) Maxim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희귀식물
녹나무 테트라졸리움 염색에 따른 종자활력 평가
(좌) 전체 염색안됨(종자활력 없음) (중) 배 염색 안됨 (우) 배 전체 염색(활력)

눈잣나무 Pinus pumila (Pall.) Regel, 희귀식물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Henry
근적외선 분광분석 장치(FT-NIR)

녹나무 저장종자에 대한 근적외선 파장

눈측백 Thuja koraiensis Nakai

구상나무 충실비립 종자(좌, 중) 및 발아(우)

은수사 청실배 후계목 결실, 종자
가문비나무 Picea jezoensis (Siebold & Zucc.) Carr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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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 DB구축

현지외 보존원 조성 현황

종자유전자원 76과 433종 19,902만점 수집 및 현지외 시설보존

천재지변, 기후변화 및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소실위험이 있는 산림
생명자원의 복원을 위한 재료 공급기지로 활용

산림생명자원 DB 구축
•Bris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연계(http://Bris.go.kr)

현지외 보존원 관리: 눈측백 등 19수종 10.1ha

•국가생명자원보유현황 국가통계 제공

•적정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강원 정선, 경남 진주 등에 유전다양성이
높은 현지외 보존원 조성

종자저장고 사진

•약용수종 황벽나무: 전국 8집단 15가계 1,000본 실생묘를 대상으로
경기 수원, 경북 영주에 조성
•특산식물 산개나리: 경기도 수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내 조성된
산개나리 보존원을 기반으로 북한산 자생지 인근 시험복원 실시

종자정보 DB 구축

종자 보존 현황 및 장기저온 저장고
※ 저장고 조건: 습도30%±5%, -18℃±1℃

산개나리 현지외 보존원

개화 모니터링(수원)

산개나리 북한산 시험복원지 개화결실 모니터링

특산식물 산개나리 열매 및 종자
가문비나무 복원용 소재 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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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보호수 후계목 육성 ․ 보존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등 19수종 69건

천연기념물 후계목 현지외 보존원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리 이팝나무 후계목 개화

천연기념물 제251호 창덕궁 다래 후계목 육성(좌: 삽목, 우: 성목)

천연기념물 백송 및 은행나무 접목활착

제408호 울진 쌍전리 산돌배 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