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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 티아클로프리드 약제를 지상연막방제로 살포하였을 때 잣나무림 

내 비표적 곤충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티아클로프리드의 살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

적 곤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대표적인 방화 곤충인 꿀벌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2016년 강원대학교 학술림 내 잣나무

림에서 처리구간(대조구와 약량별 처리구) 곤충류의 개체수, 종수, 종 구성의 유사도 그리고 곤충 2종의 치사율을 비교하였

다. 각 조사구에는 곤충류 조사를 위해 6개의 함정트랩과 2개의 다중깔때기트랩을 설치하였고, 연무연막 살포 후 치사된 

곤충류 조사를 위해 3장의 방수포를 배치하였다. 또한 북방수염하늘소와 꿀벌을 망실에 넣어 조사구 중심부에 위치한 잣나

무의 7 m와 15 m 높이에 걸어 두었다. 조사 결과, 티아클로프리드를 1회 살포한 본 연구의 경우에는 곤충 군집이나 비표

적 곤충인 꿀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표적 곤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에는 티아클로프리

드에 의한 치사 효과가 확인되었다. 망실 내 북방수염하늘소의 치사율은 망실의 높이와 공간적인 위치에 따라 달랐는데, 

이는 티아클로프리드의 연무연막이 임내의 미기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무연막기를 이용

하여 잣나무림 내 북방수염하늘소의 밀도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막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살충 효과에 대한 불확실

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effect of thiacloprid fogging on non-target insect communities in Korean 

white pine forests. In addition, we assessed effect of thiacloprid fogging on mortality of Monochamus saltuarius as 

a vector of pine wood nematodes, and Apis mellifera as a non-target species. We compared abundance, species richness, 

and compostion of insects, and mortality of two insects among four treatment groups (control and thiacloprid-fogged 

groups with 3 different doses) located in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Forest. For sampling of insects, 6 pitfall 

and 2 multi-funnel traps and 3 waterproof cloth sheets were placed in each study plot. In addition, M. saltuarius and 

A. mellifera were put into each meshed cage which installed at 7 m and 15 m heights in center of each study plot. 

Thiacloprid was fogged only once (middle May) in each plot using a fogging machine. Overall, thiacloprid fogging 

was appeared to be low toxicity to the abundance, species richness, and compostion of insects and mortality of A. 

mellifera, while it seems effectively impact on the mortality of M. saltuarius. However, thiacloprid fogging seems 

more influenced by microclimates in forests because the mortality of M. saltuarius in mesh cages was different according 

to heights and spatial locations. To control the population density and dispersal of M. saltuarius using by fogging 

techniques,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minimize the uncertainty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acloprid fogging 

by improving the fogg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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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발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피해 지역과 고사목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136.9만 본의 소나무가 고사하였다(Shin, 2008).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 제정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방제 작업으로 소나

무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

만(2010년 13.3만 본), 2013년 들어 다시 218.4만 본으로 

고사목이 급증하여 연간 피해 면적과 방제 면적은 각각 

9천ha와 4만~6만ha에 달하고 있다(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2016).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건강

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로 전파되는데, 이들 매개충의 밀

도를 낮추고 주변 지역으로의 분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법과 지상방제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Shin, 

2008). 항공방제는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약제를 살

포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제 국내에는 조림되어 

소규모 면적을 갖는 소나무림이나 잣나무림이 곳곳에 분

포하고 있어 항공방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광범위한 면적에 대량의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비표

적 생물군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

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비표적 절지동물류에 

대한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Kwon et al., 2003, 

2005a, 2005b, 2008, 2010). 따라서 소면적을 대상으로 집

중적으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지상방제법의 방법적인 

개선과 현장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0년대 초·중반

까지는 유기인계에 속하는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을 

항공방제 약제로 사용하였고, 비표적 절지동물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Kwon et al., 2003, 2005a, 

2005b, 2008, 2010). 최근에는 저독성의 네오니코티노이

드 계열(neonicotinoid class)의 살충제인 티아클로프리드

(thiacloprid)가 개발되었다(Jeschke et al., 2001). 일반적으

로 티아클로프리드는 토양 내에서 흡착되어 이동성이 약

하기 때문에 지하수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

지지만(Krohn, 2001; Oliver et al., 2005), 높은 수용성으

로 인해 강우에 의해 지표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

며(U.S. EPA, 2003), 꿀벌을 비롯한 비표적 절지동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 등 여전히 논쟁의 소

지가 있다(Pisa et al. 2015). 

최근에수서무척추동물(Beketov and Liess, 2008)이나 

기생벌류(Schuld and Schmuck, 2000), 토양 미생물(Liu et 

al., 2011), 꿀벌(Vidau et al., 2011) 등에 대한 영향 평가

가 수행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

한 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상연막방제법의 현장 

적용에 앞서 티아클로프리드가 산림생태계 내 비표적 곤

충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

한 티아클로프리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 곤충 

1종(북방수염하늘소, Monochamus saltuarius Gebler)과 

대표적인 방화 곤충 1종(꿀벌, Apis mellifera Linnaeus)에 

대해서도 치사율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현황 및 조사구 배치

연무연막기(KMS-500, 120 L/h)를 이용한 지상방제실험

을 위해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과 홍천군 북방면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학술림에서 잣나무 임지를 선

정하여 12개 조사구로 구분하였다(Figure 1a). 조사 대상 

잣나무림은 4~5영급으로 잣나무의 수고는 약 15~20 m의 

분포를 보였다(Table 1). 각 조사구의 크기를 약 0.5 ha로 

설정하였으며, 3~4개 조사구씩 무리지어 배치하였다(가

장 멀리 떨어진 조사구간 거리는 약 2.5 ㎞). 또한 조사구

간 잣나무의 수고, 울폐도, 하층식생 및 주변 식생 등 환

경 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구 환경에 따

라 군집의 변이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약제 처리구와 대

조구간 비교를 위해 각각의 약제 처리구별(희석배수)로 

대조구 1개소를 약제 처리구와 근접한 위치에 배치하였

다. 이러한 조사구 배치는 대조구에도 약제의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방제를 수행한 

오전 시간대(2016년 5월 17~18일 8:00~12:00)에는 바람

이 계곡부에서 산정부 방향으로 불었기 때문에 모든 대

조구는 인접한 다른 약제 처리구에 비해 저지대에 배치

함으로써 연무형태 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트랩은 조사구의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설치하여 인접한 약제 처리구로부터의 영향은 없을 것으

로 예상하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무연막기를 이용한 지상방제에 사용된 약종인 티아

클로프리드(10%, 칼립소, 바이엘코리아) 액상수화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장 사용 지침에서는 물 20 L

당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20 ml 사용이 제시되고 

있는데(Korea Crop Protection Association, 2016), 본 연구

에서는 살충제의 확산을 위해 확산제 20 L당 티아클로프

리드 액상수화제 12.5, 25.0, 50.0 ml를 희석한 후 연무연

막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으며, 대조구에는 티아클로프

리드를 제외한 연막제만 혼입하여 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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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of 
study plots*

 Slope
Forest 

age class

Tree height (m) D.B.H. (cm)
Dominant understory vegetation

mean range mean range

A, B Southwestern
-facing

V 16 13~19 25 14~36 Lindera obtusiloba, 

Morus australis,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C Northeastern
-facing

IV 14 12~17 18 12~24 Rubus crataegifolius, 

Rhododendron mucronulatum, 

Styrax obassia

D Northwestern
-facing

IV 15 12~19 23 12~34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Pueraria montana, 

Smilaxsieboldii

* Locations of study plots are given in Figure 1.

Figure 1. Map of study area (a) and sampling design (b) for the sampling of insect communities. 

Table 1. Description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or study plots.

2. 곤충류의 조사

곤충류의 조사를 위해서 3가지 방법(다중깔때기트랩, 

함정트랩 및 방수천)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Figure 1b). 본 연구에 사용된 다중깔때기트랩은 나무좀

류의 조사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Lindgren, 1983), 하늘소

류나 비단벌레류 등 목질부를 섭식하는 곤충류의 채집에

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ewood et al., 2002). 

따라서 목질부를 섭식하는 비행성 곤충류의 채집을 위해

서 지면으로부터 약 7 m 높이에 다중깔때기트랩을 조사구

별로 2개씩 설치하였으며, 트랩과 트랩간 거리는 약 15 m 

정도 이격하였다. 총 12개 조사구에 24개의 다중깔때기

트랩을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지표면의 배회성 곤충류 조사를 위해서는 함정트랩을 

이용하였다. 함정트랩의 경우, 지표면을 배회하는 특성이 

강한 딱정벌레과나 개미과의 곤충이 주로 채집되는데, 

이들은 환경 변화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여 군집의 구조

가 바뀌기 때문에 함정트랩을 이용한 생태학적 연구에 

많이 이용된다(Woodcock, 2005). 따라서 지표배회성 곤

충류의 채집을 위해 함정트랩을 조사구별로 6개씩 일렬

로 배치하였으며, 트랩과 트랩간 거리는 약 5 m정도로 

이격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함정트랩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500 ㎖, 높이 10 ㎝, 입구지름 9 ㎝)을 땅속에 묻고, 컵

의 입구를 지표면의 높이에 맞추었다. 함정트랩에는 채

집된 절지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액으로 부동액을 넣

었으며, 함정트랩의 위에 빗물과 낙엽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한 덮개를 지면으로부터 약 5 ㎝ 띄워 설치하였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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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조사구에 72개의 함정트랩을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조사구별로 2 ㎡ 크기의 방수포 3장을 임의

로 배치하였고, 지상방제에 사용된 티아클로프리드에 의해 

치사 후 낙하하는 곤충류를 흡충기를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방수포와 방수포간 거리는 약 5~10 m 정도 이격하였으며, 

총 12개 조사구에 36장의 방수포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다중깔때기트랩과 함정트랩은 연막을 살포한 시점으로

부터 3, 5, 7, 14, 21, 28, 56, 84일이 되는 시점에 수거 후 

재설치하였으며, 방수포는 연막 살포 시점으로부터 약 4

시간 후(14:00~18:00)와 3일 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낙하

한 곤충류를 조사하였다. 수거한 샘플은 실험실로 운반

하여 낙엽 및 흙 등으로부터 곤충을 분류한 뒤에 70% 알

코올 병에 보관하였다. 곤충 표본은 실체현미경(SMZ-U, 

7.3x ~ 70x) 하에서 외부형태를 기반으로 종 수준까지 동

정하였다. 미확정종은 형태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과 수

준까지 동정을 완료하였으며, 표본은 강원대학교 산림환

경과학대학 산림곤충학연구실에 수장하였다.

3. 표적 곤충 및 꿀벌에 대한 치사 효과 조사

소나무재선충병을 매개하는 표적 곤충 중 하나인 북방

수염하늘소와 대표적 방화 곤충인 꿀벌을 대상으로 티아

클로프리드의 치사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막 살포 전

에 각 조사구별로 북방수염하늘소와 꿀벌을 각각의 망실

에 넣고 조사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잣나무에 걸어 두었

다. 연막의 확산에 따라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면으로부터 약 7 m와 15 m 높이에 망실을 1개씩 설치

하였다. 각 망실에는 10개체씩의 북방수염하늘소와 꿀벌

을 넣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 

현장에서 폐사한 개체가 있어 5월 18일의 무처리구에는 

5~6개체의 북방수염하늘소를 망실에 넣었다. 연막기 살포

가 종료된 4시간 후에 망실을 수거하여 북방수염하늘소와 

꿀벌의 이상행동(떨림, 비정상적인 보행 등) 및 치사여부

를 확인하였고, 이를 24시간 후와 48시간 후에도 반복 측

정하여 정상 개체수 대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4. 자료 분석

각 조사지역에서 방수포, 다중깔때기트랩 및 함정트랩

으로 채집된 곤충류의 종별 개체수를 계수하여 조사방법

별로 각 처리구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각 지점별 개체수

와 종수를 산출하였다. 조사방법별 대조구와 약제 처리

구간 곤충류의 개체수와 종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의 

정규성을 검정한 후, 시간의 변화(연막 살포 후 3, 5, 7, 

14, 21, 28, 56, 84일)에 따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RM ANOVA)을 수행하였

다. 다만 방수포에 낙하한 곤충류의 경우, 약제 살포 4시

간 후에 수행된 현장조사에서만 적은 곤충류가 채집되었

고, 3일 뒤에 수행된 현장조사에서는 거의 채집이 되지 

않아 RM ANOVA 분석은 함정트랩과 다중깔때기트랩에 

채집된 곤충류에 대해서만 수행하였고, 방수포의 경우에

는 약제 살포 4시간 후에 낙하한 곤충류에 대해서만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또한 함정

트랩과 다중깔때기트랩의 경우, 조사 시기 전체에 대한 

총 개체수와 종수를 계산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대조구와 약제 처리구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중깔때기트랩과 함정트랩에 채집된 종 구성의 유사

도 분석을 위해서 다차원척도법(NMDS, nonmetric multi-

dimensional scaling) 및 유사도 분석법(ANOSIM, analysis 

of similarity)을 이용하였으며, 조사지점별 지표성 딱정벌

레류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 지점 간 비유사도

(Bray-Curtis dissimilarity)를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야

외 생태 자료는 정규성을 보이지 않고, 임의적이거나 또

는 불연속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McCune and Grace, 

2002), NMDS는 30번의 순열 검정을 수행하였다. NMDS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stress 값은 산점도 내 점 좌표에 

대한 왜곡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 값이 낮을수록 왜곡된 

정도가 낮음을 뜻한다. 또한 ANOSIM 분석은 최대 999

번의 순열 검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분석 전에 정의

한 그룹 간(조사방법 또는 조사시기) 유사도를 Global R

과 P값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참고적으로 Global R값

은 1에 가까워질수록 그룹간 차이가 커짐을 의미한다. 

대조구와 약제 처리구간 북방수염하늘소와 꿀벌의 치

사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막 살포 4, 24 및 48시간 후에 

치사한 개체수를 계수하여 망실별 실험에 사용된 총 개

체수로 나누어 시간대별 치사율을 계산하였다. 이들 종

에 대한 자료 분석을 위해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조사구

의 위치가 처리구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두 종의 치

사율 자료는 정규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선형

혼합모형(GLMM,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을 이

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Bolker et al., 2008). 각 조사구

는 처리구의 위치(Figure 1, Location A~D)에 내재되어

(nested) 있었기 때문에, GLMM 분석에서는 위치 정보를 

확률요인(random factor)으로 설정하였고, 처리구(대조구, 

약량별 약제 처리구) 및 망실의 높이(7 m, 15 m)는 고정

요인(fixed factor)으로 설정함으로써 처리구간 또는 망실

의 높이간 곤충의 치사율을 비교하였다. 한편, 꿀벌의 경

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치사율을 조사하였으므로 시간

대(4, 24, 48시간 후)를 확률요인으로 추가하였다. GLMM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면, Tukey검정

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ANOVA, GLMM, Tukey검정, NMDS 및 ANOSIM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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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abundance (a, b) and species richness (c, d) with standard error for insect 
communities in each treatment group. Ground dwelling and flying insects were caught by 

pitfall trap (a, c) and funnel trap (b, d), respectively.

석을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R 3.3.3.(R Core Team, 

2017)을 이용하였다. R프로그램에서 ANOVA분석을 제

외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이용 가능

한데, GLMM분석을 위해서는 lme4 (Bates et al., 2016)와 

car (Fox et al., 2016) 패키지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을 

위해서는 lsmeans (Lenth, 2016) 및 multcompView (Graves 

et al., 2015)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NMDS 및 ANOSIM 

분석을 위해서는 vegan (Oksanen et al., 2017)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비표적 곤충 군집의 처리구간 비교

함정트랩에서는 총 6,498개체가 채집되어 7목 33과 74

종으로 동정되었고, 다중깔때기트랩에서는 396개체가 채

집되어 총 5목 20과 44종이 동정되었으며, 연무연막 살

포 4시간 후 방수포에 낙하한 곤충류는 총 6종 288개체

가 채집되었다. 함정트랩에서는 알락꼽등이(1,536개체), 

혹가슴검정소똥풍뎅이(1,029개체), 윤납작먼지벌레(737

개체)가 우점하였고, 다중깔때기트랩에서는 왕녹나무좀

(232개체), 소나무좀(51개체), 작은청동하늘소(15개체)가 

우점하였으며, 방수포에 낙하한 곤충류에서는 잣나무호

리왕진딧물(281개체)이 우점하였다. 

함정트랩에 채집된 곤충류의 총 개체수와 종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개체수(ANOVA, F3,8=2.37, P= 0.147)와 종

수(ANOVA, F3,8=1.33, P=0.331)는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

다(Figure 2a, b). 반면 조사 시기에 따른 변화는 확인되었

다(RM ANOVA, 개체수, d.f.=7, F3,8=33.31, P<0.001; 종

수, d.f.=7, F3,8=36.41, P<0.001)(Figure 3a, b). 다중깔때기

트랩에 채집된 곤충류의 총 개체수와 종수를 비교 분석

한 결과에서도 개체수(ANOVA, F3,8=0.35, P=0.790)와 종

수(ANOVA, F3,8=2.55, P=0.129) 모두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으며(Figure 2c, d), 조사 시기에 따른 변화만 확인되

었다(RM ANOVA, 개체수, d.f.=7, F=5.04, P<0.001; 종

수, d.f.=7, F3,8=2.23, P=0.046)(Figure 3c, d). 

함정트랩에 채집된 곤충류의 종 구성에 대한 유사도는 

약량별 처리구와 대조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OSIM, Global R=0.048, P=0.162). 반면에 조사 시기

에 따라서 종 구성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Global 

R=0.501, P=0.001). 이러한 경향은 다중깔때기트랩의 경우

에서도 유사하였다(처리구간, Global R=0.079, P=0.090; 

조사 시기간, Global R=0.140, P=0.004).

함정트랩이나 다중깔때기트랩과는 달리 방수포 낙하 

곤충의 경우, 약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무연막 살포 4시간 

후에 낙하하는 곤충의 총 개체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으며(ANOVA, F3,8=4.57, P=0.038)(Figure 5a), 낙하한 곤

충 대부분이 잣나무호리왕진딧물이었다. 종수의 경우에

는 약제 처리구간 차이는 없으나 대조구에 비해서는 유

의미하게 많은 종이 낙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ANOVA, 

F3,8=4.17, P=0.047)(Figure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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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mporal variation of mean abundance (a, b) and species richness (c, d) with standard error 

for insect communities according to pitfall trap (a, c) and funnel trap (b, d).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level derived from ANOVA test among treatment groups (<0.05).

Figure 4. NMDS ordination based on insect communities caught by pitfall trap (a, b) and 

multi-funnel trap (c, d). Ordination plots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reatment groups (a, c) or sampling dates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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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Wald χ 2
d.f. P Lsmeans test

Mortality of M. saltuarius

 among treatment groups 15.024 3 0.002 TL ≥ TH ≥ (TM = C)

 between heights of mesh cages 17.41 1 < 0.001 7 m > 15 m

Mortality of A. mellifera

 among treatment groups 13.17 3 0.004 TL ≥ (TH = TM) ≥ C

 between heights 3.43 1 0.064

Table 2.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with least-square means test (Lsmeans test) showing differences in mortality of 

Monochamus saltuarius and Apis mellifera among treatment groups (low, medium, and high dose of thiacloprid, and control)

and between heights of mesh cages (7 m vs. 15 m) as fixed factors, and location of study plots as random factor. Abbreviations

of treatment groups in Lsmeans test are given in Figure 1.

Figure 5. Mean abundance (a) and species richness (b) 

with standard error for insect communities in each 

treatment group 4 hours after fogging.

2. 북방수염하늘소와 꿀벌에 대한 영향

연막기 지상방제법의 표적 곤충인 북방수염하늘소에 

대한 티아클로프리드의 현장 실험 결과, 약제 처리구에

서의 치사율이 대조구에 비해 높았지만, 약량의 증가가 

치사율의 증가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LMM, Wald’s χ
2

=15.024, P=0.002)(Table 2). 이에 비

해 망실이 위치한 높이에 따라서는 치사율이 급격하게 

달라졌는데, 7 m 높이에 비해서 15 m 높이에 설치된 망

실의 북방수염하늘소 치사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GLMM, Wald’s χ
2

=17.410, P<0.001).

꿀벌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에서도 처리구간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다(GLMM, Wald’s χ
2

=13.170, P=0.004) 

(Table 2). 연무연막 살포 24시간 후를 기준으로 대부분

의 처리구에서 꿀벌의 치사율은 평균 3.3~10.0% 수준으

로 낮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치사율이 높았던 

처리구는 가장 낮은 약량을 처리한 조사구 내의 7 m 높

이에 설치된 망실이었다(24시간 후 평균 치사율=33.3%). 

고  찰

본 연구 결과, 잣나무림 내 곤충 군집은 티아클로프리

드의 연막 살포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 시기에 따라 변동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을 이

용한 항공방제의 경우에서도 절지동물 군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Kwon et al., 2003, 2005a, 

2005b; Kwon,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약제 살포는 

5월 중순경 단 한 차례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임지 내에서는 

통상 매개충의 발생 시기에 맞춰 약제를 최소 3회 이상 

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KFRI, 2006). Kwon(2008)은 연

간 반복되는 약제 살포에 따른 절지동물 군집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지만, 약제를 3회 살포한 후에는 특정 기능군

(초식성, 포식성 및 기생포식성)이 약제의 영향을 받아 

발생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개미류의 

경우에는 약제 살포 후 약 10여 일간 먹이 활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Kwon, 2010). 결론

적으로 약량에 관계없이 적은 횟수의 티아클로프리드 연

무연막기 살포는 곤충 군집의 종 다양성이나 풍부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상연막

방제법 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약제 살포에 

대한 곤충 군집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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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적 및 비표적 곤충 각 1종에 대한 연구 결과, 꿀벌에 

비해 북방수염하늘소가 티아클로프리드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약량의 증가와 이들 

2종의 치사율간에 양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농도의 티아클로프리드 처리구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기상 조

건이라 할지라도 조사 지점에 따라 임지 내 미기후의 차

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약제가 임내에 체류하는 시간

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무연막기에 사용

되는 확산제의 종류에 따라서도 약제가 확산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잣나무림의 경우, 수고가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산제의 확산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무연막에 사용되는 티아

클로프리드의 효과는 현장 기상이나 지형 조건, 나무의 

수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경사가 심하거나 지형의 특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연막기 운용자의 연막 살포 능력도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연막기에 의한 방제 효과 역시 변이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무연막기를 이용한 지상방제법이 곤충 군집과 표적 

및 비표적 곤충에 대한 영향 평가에 대한 본 연구는 국내

에서 처음 보고되는 것으로 티아클로프리드를 1회만 살

포한 경우에는 곤충 군집이나 비표적 곤충인 꿀벌에 대

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표적 곤충

인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에는 티아클로프리드에 의해 

접촉독에 의한 밀도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항공기에

서 살포한 약제가 지면 및 수관부로 가라앉게 살포하는 

항공방제와 달리 약제가 지면에서 수관부로 확산되어야

하는 연무연막방제는 미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수고가 큰 잣나무림의 수관부

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5 m 높이의 망실 

내 매개충의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방수

염하늘소가 비행 중에 수관부에 내려앉아 섭식을 한다면 

섭식독에 의한 살충 효과 역시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나무에는 구조적인 복잡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약제가 확산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접촉독에 의한 북방수

염하늘소의 살충 효과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나무에 붙어사는 착생식물류(epiphytes) 속에 서식하는 

절지동물류가 연무연막에 의한 약제 살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Yanoviak et al., 2003). 따라서 잣

나무림에서 북방수염하늘소의 밀도 억제 및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연무연막기에 사용되는 확산제를 개선하여 살

포함으로써 살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무연막을 반복적

으로 살포한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연무연막의 

반복 살포가 곤충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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