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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소나무묘목에서 잎의 수분포텐셜 변화를 식물수분시스템으로 측정하였다. 소나무재

선충 접종 후 35일째 12시경에 소나무의 잎 수분포텐셜은 소나무소나무재선충 접종묘에서 -1.04 MPa, 비접종묘에서

-0.94 MPa로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비접종묘보다 더 낮았다. 접종 후 56일째에는 해뜨기 직전 잎 수분포텐셜은 소

나무재선충 접종묘가 -0.71 MPa, 비접종묘가 -0.26 MPa로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더 낮았다. 접종 후 63일째에는 소

나무소나무재선충 접종묘의 1년생 잎이 옅은 황색으로 되었다. 이때 접종묘의 근원부 단면에서는 수지가 나오지 않

았다. 소나무재선충의 밀도는 접종 후 28일째에 최대가 되었다가 68일째에 급감하였다. 접종묘의 체관부와 수조직은

갈변되었으며 수지 유출은 접종 후 계속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은 접종 1개월부터 소나무묘목에 수분

스트레스를 일으켰다.

Abst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water stress development in pine seedlings inoculated

with Bursaphelenchus xylophilus. Leaf water potentials of four years old Pinus densiflora seedlings inoculated

with the nematode were measured with a plant moisture system at predawn and midday. The midday leaf

water potentials on the 35th day after the inoculation were -1.04 MPa in the infected seedlings, while -0.94

MPa in the non-infected seedlings. The predawn water potentials on the 56th day were -0.71 MPa in the

infected, while -0.26 MPa in the non-infected. At this time the leaves of the infected seedlings became

yellow and resin did not exude on the cut basal stem. Density of the nematode was maximum on the 28th

day, but dropped sharply on the 68th day. The phloem and pith tissues became brown and the resin exudation

reduced in the infected seedlings. In conclusion, pinewood nematode inoculation developed water stress in

pine seedlings in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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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나무재선충은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미국, 캐나

다, 멕시코 등 북아메리가의 토착종으로 알려져 있다

(Dwinell, 1997). 소나무재선충병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

한 소나무류 병해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유럽 등지에서 계속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Ichihara et

al., 2000; Tan et al., 2005).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수성이

있는 나무로는 소나무속의 소나무(Pinus densiflora), 해송

(P. thunbergii), 잣나무(P. koraiensis), 스트로브잣나무(P.

strobus), 섬잣나무(P. parviflora)가 있으며, 저항성 수종으

로는 리기다소나무(P. rigida), 리기테다소나무(P. rigida ×

P. taeda)가 있다(이상명 등, 2006).

대부분의 수목병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도 발병하면 목

재 생산에 타격을 주게 되며 산림경관도 해치게 된다. 따

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매우 중요하다. 소나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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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충병이 확산된 데에는 매개충에 의한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 감염된 원목의 이동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도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

제도 중요하지만 감염목인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각각의 생리적, 생태적, 해부학적 연구와 각각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아보는 것 등의 병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병의 진전은 수간의 아래 부분 부터 진전되며(Tan et

al., 2005) 증상으로는 잎의 변색, 감염목 함수율의 감소,

수의 갈변, 수지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須川 豊伸, 1982;

福田 健二와 鈴木 和夫, 1988; Tan et al., 2005; 윤준혁

등, 2008). 須川 豊伸(1982)은 4년생 해송 묘목에 소나무

재선충 10,000마리를 접종하였을 때 수지의 감소는 접종

후 7일째에 나타났고, 잎의 변색은 접종 후 21일부터 관

찰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시들음

증상에서 생리적인 변화는 수분 결핍에 의한 시들음과는

별개의 현상이이며(福田 健二와 鈴木 和夫, 1988), Fukuda

등(1992)은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에서 광합성과 수분상태

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4년생 해송에 병원성 소나무

재선충과 비병원성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하고 대조구로 쓰

인 묘목에 광합성 억제제인 DCMU를 처리한 후 광합성, 증

산, 수분포텐셜을 조사하였는데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묘

목에서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것은 병 발전의 후기 단계에

서 잎의 수분부족이 야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소나무재선

충 감염목의 생리학적 변화는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

무에서 수분의 결핍, 수지의 감소 등 내부적 이상은 감염

초기에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외부 병징은 느리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염목내 수분포텐셜과 광합성량의 감

소는 감염목내 소나무재선충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많이 노출된 상

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 생리와 감

염목내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

이고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접종목의 광합성의 감소, 형성

층의 파괴, 에틸렌의 생성, 잎의 수분포텐셜과 증산 등의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언급은

명백하지 않다(Fukuda, 1997). 이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

에 감염된 소나무의 수분스트레스 진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소나무재선충의 배양

소나무재선충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경남 진주시 진성면

에서 피해 소나무 시료에서 분리한 것을 분양받아 사용하

였다. 소나무재선충의 증식은 Botrytis cinerea를 키운 PDA

배지 위에 25oC에서 약 10일정도 암 배양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 접종처리 및 소나무잎의 수분포텔셜 측정

본 실험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서 소나무재선충의 외부 전파를 막기 위하여 야외 우화상

을 철망과 피음망을 씌우고(피음율 약 30%) 그 안에서 수

행하였다. 공시 소나무 묘목은 묘고 49.2±14.0 cm, 근원경

10.2±2.4 mm의 4년생 이었다. 2009년 7월 28일 공시 소

나무의 2년생 가지 수피에 5 mm×40~50 mm정도 크기의

상처를 낸 다음 소나무재선충 약 10,000마리를 멸균된 솜

에 묻혀 접종하였다. 접종처리는 3가지로 비접종처리, 수

피 상처가지에 멸균수처리, 수피상처가지에 소나무재선충

을 접종처리였다. 비접종처리는 4반복, 멸균수처리와 재

선충 접종처리는 각각 5반복하였다.

소나무재선충 접종묘 잎의 수분포텐셜은 식물수분시스

템(Model 1000, Plant Moisture System, USA)을 이용하

여 7일마다 해뜨기 직전과 정오에 측정하였다. 잎의 수분

포텐셜은 공시목의 1년생 잎을 떼어 식물수분시스템에 넣

고 압력을 가한 후 도관에서 수분이 나오는 시점을 측정

하였다. 실험기간 중 온도의 변화는 온습도 데이터 로거

(HOBO pro H8, Onset Computer Corporation, USA)로

측정하였다.

소나무재선충 밀도는 접종부위의 위아래 5 cm 떨어진

지점에서 목편 5를 잘라내어 목부와 내수피를 분리한 후

이들로부터 조사하였다. 소나무재선충을 분리시키기 위하

여 킴와이프스 1겹으로 목편을 둘러싸고, 이것을 50 mL

코니컬 튜브의 상부에 고정시킨 후 증류수를 부어 24시간

동안 담아 두었다. 분리된 소나무재선충의 수는 해부현미

경을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소나무재선충의 밀도는 각 목

편의 부피(mL)당 소나무재선충의 마리수로 나타내었다.

결 과

1. 묘목의 수분포텐셜변화

소나무묘목 잎의 수분포텐셜은 소나무재선충 접종 후 28

일째까지는 소나무재선충 접종묘, 멸균수처리묘, 비접종묘

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접종 후 35일째에도 해뜨기 직

전의 잎의 수분포텐셜은 소나무재선충 접종묘에서 -0.29

MPa, 멸균수처리묘에서 -0.30 MPa, 비접종묘에서 -0.29

MPa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오에 측정한 잎

의 수분포텐셜은 선충접종묘에서 -1.04MPa, 멸균수처리묘

에서 -0.87 MPa, 비접종묘에서 -0.94 MPa로 선충접종묘가

멸균수처리묘와 비접종묘보다 0.14 MPa정도 낮았다.

접종 후 42일째에는 해뜨기직전 수분포텐셜도 소나무

재선충 접종묘가 멸균수처리묘나 비접종묘보다 낮아졌으

며, 특히 정오에 측정한 수분포텐셜은 소나무재선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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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에서 -1.24 MPa, 멸균수처리묘에서 -0.91 MPa, 비접종묘

는 -1.03 MPa로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다른 처리묘보다

약 0.17 MPa 낮았다. 접종 후 49일째에는 해뜨기전의 수분

포텐셜은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멸균수처리묘나 비접종

묘보다 0.07 MPa정도 낮았으며 정오의 수분스트레스는 소

나무재선충 접종묘는 -1.40 Mpa, 멸균수처리묘는 -0.92

MPa, 비접종묘는 -0.93 MPa로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약

0.48 MPa 낮았다. 접종 후 56일째의 해뜨기 직전 수분포텐

셜은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0.71 MPa, 멸균수처리묘는

-0.26 MPa, 비접종묘는 -0.26 MPa이었다. 정오의 수분포텐

셜은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1.45 MPa, 멸균수처리묘는

-1.07 MPa, 비접종묘는 -1.09 MPa이었다. 접종 63일 후에

는 접종목의 1년생 잎이 옅은 황색으로 변색되었다.

2. 묘목내 재선충의 밀도변화

소나무재선충 접종기간 중 접종목에서 접종가지가 있

는 수간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5 cm 떨어진 지점에서 5

cm로 시료를 제작하여 목부와 내수피로 구분한 후 선충

을 분리한 결과, 접종 후 21일까지는 4마리 미만의 선충

이 분리되었다. 접종 28일후에는 접종목에서 많은 수의 선

충이 분리 되었는데 1 mL당 최대 888마리에서 최저 0.4

마리였다. 그리고 접종 후 68일째에는 분리된 선충의 수

Figure 1. Changes of leaf water potential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inoculated with Bursaphelenchus xylophilus in predawn,
treated with sterile water or controlled. Error bars are the mean±SD of four to five replicates.

Figure 2. Changes of leaf water potential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inoculated with Bursaphelenchus xylophilus in midday,
treated with sterile water or controlled. Error bars are the mean±SD of four to five replicates.

Table 1. Changes in Bursaphelenchus xylophilus density in Pinus densifloraa tissues infected by the nematode.
(Number of nematodes/mL)

Division 7th day 14th day 21th day 28th day 68th day

Above
Inner bark  0.0±0.0a 1.3±1.8 0.5±0.7 51.2±93.8 0.3±0.6

Xylem 0.0±0.0 1.3±2.1 0.6±0.9 156.7±246.1 0.6±0.9

Below
Inner bark 0.0±0.0 1.2±1.2 0.5±0.4   65.3±135.4 0.0±0.0

Xylem 0.0±0.0 1.3±1.6 0.8±0.7    575.0±1,069.7 26.2±58.0

 a: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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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나무재선충의 이동 확산은 전체

적으로 접종가지의 아래로의 이동이 많았고, 접종 후 21

일째까지 분리된 선충은 크기가 1 mm 정도였으나, 접종 후

28일째 이후에 분리된 선충은 대부분이 0.5 mm이하였다.

소나무재선충 접종 후 실험 기간 중 실험 구역의 평균

온도는 20.7oC, 최고온도는 35.7oC, 최저온도는 3.7oC 였

다. 접종 43일 이후부터는 일 최고 온도 30oC, 최저온도는

15oC 이하였다(Figure 3).

3. 묘목 조직의 색 및 수지유출 변화

접종목내 초두부의 수와 내수피의 갈변은 접종 후 21일

째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접종 후 28일째에는 2그루의 접

종목에서 접종가지의 수와 내수피가 약간 갈변되었다.

소나무재선충 접종 후 7일째에 접종목 근원부 단면에서

수지는 많은 양의 수지가 분비되었다. 접종 후 14일째에

는 근원부에서 많은 양의 수지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목

Figure 3. Changes in temperatur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Table 2. Browning of phloem and pith tissues.

7th day 14th day 21th day 28th day 68th day

Pith - - - + ++

Phloem - - - ++ ++

−: Not browning, +: Partially browning, ++: The whole browning

Figure 4. Color changes in cortical tissues of inner bark.

Figure 5. A: Brown tissues in a inoculated branch, B: Brown inoculated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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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수지구에서 수지가 분비 되었다. 접종 후 21일째에

는 목부 수지구에서 수지가 분비 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수지가 분비되는 부분이 많이 감소하였고, 접종 28일 후

에는 수지 유출이 관찰되지 않았다. 

접종 68일 후 멸균수를 접종한 소나무와 아무처리도 하

지 않은 소나무 근원부 단면에서는 수지 유출이 관찰 되

었으나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소나무에서는 수지 유출

이 관찰되지 않았다.

접종 후 28일째에는 접종가지의 1년생 잎이 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종가지의 1년생 가지도 약간

Figure 6. Changes in resin exudation as time at root-collar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inoculated with Bursaphelenchus
xylophilius (2 hours after cutting).

Figure 8. Resin exudation at root-collar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after inoculated with Bursaphelenchus xylophilus on 68th
day (30 minutes after cutting, Pine wood nematode: Inoculation of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rile water: Treatment of

sterile water, Control: No treatment).

Figure 9. Changes in needles color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63th days after  Bursaphelenchus xylophilus inoculation (circle:
discoloration of needles, Pine wood nematode: Inoculation of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rile water: Treatment of sterile

water, Control: N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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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되기 시작하였다. 접종가지를 제외한 가지에서의 1년

생 잎의 변색은 접종 63일째에 나타났다. 

고 찰

4년생 소나무 묘목의 잎 수분포텐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 접종묘가 멸균수처리묘나 비접종묘보

다 점차 낮아졌다. 이는 소나무재선충의 활동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Hsiao와 Acevedo(1974)는 관수를 잘한 식

물 잎의 수분포텐셜은 -0.2~ -0.6 MPa의 범위에 있다고 하

였고, 福田 健二와 鈴木 和夫(1988)는 소나무재선충 접종

목에서 잎의 수분포텐셜이 -2.0~ -2.5 MP에서 잎이 시든

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의 활동은 소나무에 수

분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 접종묘의 수분스트레스는 병이 발달함에

따라 해뜨기 직전보다 정오에 수분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뜨기 직전에 수분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은 야간에 증산 작용 없는 동안 식물체가 밤 동안 수분을

흡수하여 낮에 받은 수분스트레스를 회복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Améglio et al., 1999).

식물체의 물관부에서의 수분 이동은 응집력-인장력 이

론에 의하여 많이 설명되고 있으나, 이 이론만으로는 야

간에 증산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무의 수분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근압은 보통 약

0.1 MPa 이하이므로(Taize and Zeiger, 2005; 이경준,

2007) 이 압력으로 수체에서 수분이 상승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간 목부에 배열한 방사유

세포들에는 당이 이동되어 전분으로 집적되어 있으므로

(Kozlowski and Pallardy, 1997), 삼투포텐셜에 의하여 야

간에도 목부 가도관에서 수분이 계속 흡수되어 수체내 수

분함량이 증가된다고 생각된다.

소나무에서 방사유세포 같은 목부의 유세포들이 괴사

한다면 소나무재선충 접종목 안에서의 삼투포텐셜은 소

멸할 것이라 생각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목부의 방사유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Nobuchi et al.,

1984; Fukuda et al., 1992; 原 直樹와 二井 一禎, 2001)

이러한 삼투포텐셜 작용의 이상으로 야간에 수분보충이

어려워져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수분부족을

일으키게 되며 결국 고사한다고 생각된다.

접종 후 21일째까지는 1 mm정도 크기의 소나무재선충이

주로 보인 것은 접종한 소나무재선충이 조직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접종 후 28일째 이후에 분리된 작은 크기의

소나무재선충은 접종 당시 이동한 소나무재선충이 번식을

하여 증식한 개체들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감염목내 소나무

재선충의 밀도의 증가는 처음 침입한 개체가 조금씩 이동하

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 초기에 이동한 소나무재선

충이 번식하여 밀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나무재선충의 1세대 경과일 수는 25oC에서 4~5일,

30oC에서는 3일이며, 수명은 상온에서 35일이다(이상명

등, 2004). 그리고 田 慶子와 伊藤 進一(1992)은 7년생 소

나무에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했을 때 하루 150 cm를 이동

할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접종 후

28일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소나무재선충은 처음 침입하

여 1세대가 경과하기 전에 살아남은 소나무재선충이 접종

후 수체 내에 빠르게 확산되어 있다가 접종 후 21일에서

28일 사이에 증식을 시작하여 소나무재선충의 밀도가 높

아졌다고 생각한다.

접종 후 28일째에 최대의 밀도를 보인 소나무재선충은

68일째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윤준혁 등(2008)도 4년생

해송묘목에 소나무재선충 10,000마리를 수간에 접종하였

을 때 접종 후 30일에 최대의 밀도를 보이던 소나무재선

충이 접종 후 60일째에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고

이는 접종목내에 소나무재선충의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본 실험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접종된 묘목에서 잎의 변

색은 접종 후 68일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

만 Hara 등(2006)은 소나무재선충 10,000마리를 3년생 해

송, 소나무, 테다 소나무에 접종한 후 12일이 지났을 때 외

부 병징이 나타난 묘목의 비율은 해송은 80%, 소나무는

60%, 테다소나무는 0%라 하였고 해송과 소나무에서 소나

무재선충의 밀도는 접종 후 12일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가 15일째에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Kuroda 등

(1988)은 11년생 해송의 약 200 cm 높이의 가지에 소나무

재선충 10,000마리를 접종하였을 때, 소나무재선충의 급

속한 확산은 접종 후 4주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며, 윤

준혁 등(2008)은 4년생 해송에 소나무재선충 10,000마리

를 접종한 후 평균 온도가 28.9±9.8oC에서 실험하였을 때

인공접종 후 20일을 기점으로 외부 병징이 나타났다고 하

였고 Kiyohara와 Suzuki(1978)는 18년생 해송에 소나무재

선충 30,000마리를 접종하고 평균 26.9oC 상태에서 실험

을 하였을 때, 접종 후 36일째에 외부 병징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을 인공접종 후 인공 접종목

의 고사는 각 접종목 주변의 온도와 소나무재선충 접종량,

수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임업연구원, 1990). 본 실

험동안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일평균 온도는 20.7oC

였고, 최고 온도는 35.7oC, 최저온도는 3.7oC였다. 이 기간

에는 소나무재선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접종 묘목

의 병징 출현이 늦어졌다고 생각된다.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접종목에서 병에 의한 반응은

근원부 단면의 수지 유출의 감소, 초두부의 수와 내수피

의 갈변, 1년생 잎의 변색 순으로 나타났다. Tan 등

(2005)은 3~4년생 해송묘목의 수간에 소나무재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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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마리를 접종하였을 때 접종 후 15일째에 수지의 감

소, 목부의 건조 그리고 수의 갈변이 나타났고 접종 후 70

일째에 잎의 변색과 시들음이 관찰되었다고 하였으며, 須

川 豊伸(1982)는 4년생 해송 묘목에 소나무재선충 10,000

마리를 접종하였을 때 수지의 감소는 접종 후 7일째에 나

타났고, 잎의 변색은 접종 후 21일부터 관찰되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감염 후 수

지유출의 감소, 목부 건조, 수와 내수피의 갈변 등 내부적

으로 이상이 잎의 변색과 시들음 같은 외부 병징 보다 먼

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소나무재선충으로 접종된

소나무묘목에서는 수분스트레스가 약 한달 후부터 감지되

며, 잎을 시들게 되며, 수지생성도 멈추게 된다고 결론짓는다.

결 론

소나무재선충 접종에 의한 소나무의 잎 수분스트레스

는 접종 후 35일째부터 정오에 측정한 값에서 뚜렷하여져

서, 소나무재선충 접종목에서 -1.04 MPa, 비접종목에서

-0.87 MPa였다. 재선충 접종 후 56째부터는 해뜨기 직전

잎의 수분포텐셜에서도 접종의 영향이 뚜렷하여져서 접

종목이 -0.71 MPa, 비접종목은 -0.26 MPa이었고 정오에

측정한 소나무 잎의 수분포텐셜은 접종목이 -1.45 MPa,

비접종목이 -1.07 MPa 이었다. 접종 63일째에는 접종목의

1년생 잎이 옅은 황색이 되었으며 이때 접종목의 근원부

단면에서는 수지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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