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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rmites (Isoptera) are classified into approximately 3,106 species. In Korea, only one species has been identified, which is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Morimoto. The termite, a social insect, is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nutrient 
cycling of the ecosystem, although some species of termites are well-known pests attacking wooden structures or any plant 
material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bout termites in Korea, including aspects such the taxonomy, physiology, and 
ecology of termit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valuable basic data on the ecological role of termites in an 
ecosystem in Korea for the future studies. For the experiments, soil and termite samples were randomly collected from Mt. 
Hwajang located in Jikdong-ri, Eonyang-eup, Ulju-gun, Korea between October 5 and 30, 2015.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between the soil samples just after air-drying and one year 
elapsed without any treatment. The treated soil with termit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oil without termite 
treatment. Chemical properties of total nitrogen, organic matter, available phosphate, pH, Calcium(Ca), Potassium(K) and 
Magnesium(Mg) in soil treated with termites were 1.11 ± 0.3 g kg-1, 43.3 ± 12.4 g kg-1, 27.4 ± 2.9 mg kg-1, 4.56 ± 0.2, 0.82 ± 
0.2 cmolc kg-1, 3.18 ± 1.4 cmolc kg-1, 1.73 ± 1.1 cmolc kg-1, respectively. The values of soil property of without termite 
treatment were 0.56 ± 0.1 g kg-1, 30.5 ± 3.1 g kg-1, 24.0 ± 4.7 mg kg-1, 4.09 ± 0.1, 0.71 ± 0.2 cmolc kg-1, 2.88 ± 1.5 cmolc kg-1, 
1.30 ± 0.7 cmolc kg-1,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habitation of termites could improve soil chemical properties in 
an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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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흰개미는 이름과 달리 개미와는 전혀 다른  흰개미

목(Isoptera)에 속한 곤충으로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

으로 대략 3,106여 종이 알려져 있다. 흰개미는 개미

나 벌과 같이 계급구조를 가진 사회성 곤충으로서 주

로 Cellulose가 함유된 죽은 나무, 낙엽, 부엽토 혹은 

동물 배설물 등을 섭식하는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분해자이지만, 간혹 목조 구조물이나 농작

물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 종도 있다. 흰개미의 생태학

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에 의한 목조 구조물

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생태계 내에서의 

흰개미 역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목재 피해와 관

련된 흰개미의 분류학적, 생리학적, 생태학적 연구 등 

흰개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흰개미는 지렁이와 함께 생태계 내에 필수적인 물

질을 제공하는 Ecosystem Engineer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섭식 및 서식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영양 물질의 

순환을 도와 토양 내 영양물질 함량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Jouquet et al., 2005a, 2005b, 2006).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진 흰개미 종은 지상에 흙더미

를 쌓아 흰개미 집(Mound)을 형성하는 Mound-building 
종인데, 이들 흰개미의 Mound는 주변 환경보다 안정

적인 형태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Hesse, 1955; Wood, 1988; Lamoureux et al., 2012; 
Davies et al., 2016),  Mound에 조성된 토양은 비료 

없이 작물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uquet et al., 2004, 2005a, 
2005b). 이들 연구자들에 의해 규명된 사실로 인해 해

외에서는 흰개미 피해와 관련된 연구보다 생태계 내

에서 흰개미와 관련된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흰개미는 토양 지하에 흰개

미 집을 형성하는 Subterranean termite 종으로서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Morimoto 단 한 

종만이 보고되었으며(Fig. 1), 국내에서는 흰개미를 목

조 문화재에 대한 해충으로만 여기고 있고, 관련 연구

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Mound-building 

종과는 달리 서식지를 찾기가 힘든 Subterranean 종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조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Subterranean 
종 역시 Mound-building 종만큼 유의적으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Nutting et al., 1987). 일반적으로 흰개미는 종에 

관계없이 생태계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토양 내 분해

자의 서식밀도가 낮은 사막과 같은 생태계에서 영양

물질 순환에 있어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Schaefer et al., 1981; Park, 1996; Juergens, 
2013).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태계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흰개미의 생태학

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흰개미

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

으로 흰개미 유무에 따른 토양 영양염류를 비교하고 

토양 활성을 높여주는데 있어서 흰개미의 역할을 규

명하고자 수행하였다.

Fig. 1. Workers of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Morimoto in a woods.

2. 재료 및 방법

2.1. 흰개미 채집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흰개미인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Morimoto는 2015년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에 걸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

동리 소재 화장산 내 산불이 난 지역(Fig. 2)에서 나무

그루터기 및 나무잔해들을 제거하여 흡충기를 이용하

여 채집하였다(Fig. 3, Fig. 4). 채집한 흰개미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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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termite and soil sampling sites in the 
study area in Ulju, Ulsan, Korea.

Fig. 3. A termite colony in a rotten wood in a sampling site.

Fig. 4. Collecting termites with a corrugated roll.

Parameters Measured value

Total nitrogen(g kg-1) 0.54±0.1

Organic matter(g kg-1) 31.1±3.1

Available phosphate(mg kg-1) 23.4±4.2

pH 4.03±0.1

K(cmolckg-1) 0.71±0.2

Ca(cmolckg-1) 2.88±1.5

Mg(cmolckg-1) 1.28±0.6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Table 1. Selecte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tudied soil

스틱 상자에 수분을 적신 골판지와 휴지를 같이 넣어 

실험실로 운반한 다음, 수분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그

늘에 보관한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토양 채취

실험에 사용할 토양 역시 2015년 10월 5일부터 10
월 30일까지 흰개미 채집 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화장산에서 채집하였는데, 토양은 낙

엽층과 부식층을 제거한 후 깊이 15 cm 이하의 토양

을 Auger를 이용하여 임의 선발된 세 곳의 채취지점

에서 약 3 kg씩 채집하고 깨끗한 비닐 백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다음 실험실내 실험을 진행하기 전 

토양의 화학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3. 실험실 내 실험

채취한 토양은 2주간 음지에서 풍건한 후 2 mm 체
로 걸러서 121 에서 15분간 Autoclave를 이용,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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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sample
Total 

nitrogen
(g kg-1)

Organic 
matter

(g kg-1)

Available 
phosphate
(mg kg-1)

pH

Exchangeable cation
(cmolc kg-1)

K Ca Mg

Just after 
air-drying 0.54±0.1a 31.1±3.1a 23.4±4.2a 4.03±0.1a 0.71±0.2a 2.88±1.5a 1.28±0.6a

1 year elapsed 0.56±0.1a 30.5±3.1a 24.0±4.7a 4.09±0.1a 0.71±0.2a 2.88±1.7a 1.30±0.7a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and th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rkey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n=6, p=0.05) 

Table 2. Changes of chemical properties between the soil prior to the study and a year passed

멸균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멸균한 토양시료 900 g
과 나무 조각(Pinus densiflora) 5 g을 지름 18 cm, 높
이 15 cm인 원형 통에 담고(Fig. 5), 흰개미 300마리

(일 흰개미 295마리, 병정 흰개미 5마리)를 넣고 증류

수 10 를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고, 뚜껑을 닫은 뒤 

암실(온도 26 ± 1 , 습도 55% ± 10% RH)에 약 1년
간 보관하며 관찰하였다. 토양 표면의 수분이 말랐을 

경우 약간의 증류수를 추가하였으며, 각 실험은 3반복

으로 수행되었다.
1년 후 흰개미를 넣지 않은 통의 토양 내 나무 조각

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에 토양 화학성을 분석하였

으며, 흰개미를 넣은 통의 토양 역시 나무 조각을 제거

하고 2 mm 체를 이용하여 토양과 흰개미를 분리한 다

음 체를 통과한 흰개미나 사체들은 핀셋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골고루 섞은 뒤 건조시켜 분석에 이용하였다.
흰개미에 의해 변화된 토양의 화학성을 비교하기 

위해 공시토양과 1년간 흰개미 없이 방치한 토양을 비

교하였다. 

Fig. 5. Termite rearing: 295 termite workers and 5 soldiers.

2.4. 토양시료 분석

보관된 토양 시료들은 pH, 유기물함량, 전 질소함

량, 유효인산함량, 치환성 칼슘, 마그네슘, 칼륨 함량

을 측정하였는데, pH는 초자전극법(시료 : 증류수 = 1 
: 5)으로 pH meter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유기물함량

은 Tyurin법, 전질소함량은 Kjeldahl법, 유효인산함량

은 Lancaster법, 치환성 칼슘, 마그네슘, 칼륨은 EDTA 
적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00). 통계 분석은 Statistix 
9.0을 이용하였으며, 평균값 비교는 Turkey LSD 
Multiple Comparison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무처리 토양의 화학적 성질 변화

실험을 진행하기 전 채취한 토양의 전 질소함량, 유
기물 함량, 유효인산 함량, 토양 pH, 치환성 양이온 K, 
Ca, Mg 함량은 각각 0.54 ± 0.1 g kg-1, 31.1 ± 3.1 g 
kg-1, 23.4 ± 4.2 mg kg-1, 4.03 ± 0.1, 0.71 ± 0.2 cmolc 
kg-1, 2.88 ± 1.5 cmolc kg-1, 1.28 ± 0.6 cmolc kg-1로서 

분석되었으며, 아무 처리 없이 1년이 경과한 토양의 

경우 0.56 ± 0.1 g kg-1, 30.5 ± 3.1 g kg-1, 24.0 ± 4.7 
mg kg-1, 4.09 ± 0.1, 0.71 ± 0.2 cmolc kg-1, 2.88 ± 1.5 
cmolc kg-1, 1.30 ± 0.7 cmolc kg-1으로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의 변화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2). 이는 토양 화학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

되며, 이는 실험 전 예상했던 결과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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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Total 

nitrogen
(g kg-1)

Organic 
matter

(g kg-1)

Available 
phosphate
(mg kg-1)

pH
(s)

Exchangeable cation
(cmolc kg-1)

K Ca Mg

NT1 0.56±0.1b 30.5±3.1b 24.0±4.7b 4.09±0.1b 0.71±0.2b 2.88±1.7b 1.30±0.7b

T2 1.11±0.3a 43.3±12.4a 27.4±2.9a 4.56±0.2a 0.82±0.2a 3.18±1.4a 1.73±1.1a

1NT: Termite not reared
2T : Termite reare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and th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rkey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n=6, p=0.05)

Table 3. Changes in chemical property of soil affected by termite rearing

3.2. 흰개미 처리에 따른 토양의 화학 성질 변화

흰개미를 처리한 토양의 전 질소 함량은 1.11 ± 0.3 
g kg-1, 흰개미를 처리하지 않은 토양이 0.56 ± 0.1 g 
kg-1로서 흰개미를 처리한 토양 내 함량이 높게 나타

났다(Table 3). 유기물 함량은 흰개미 처리 토양이 

43.3 ± 12.4 g kg-1, 처리하지 않은 토양이 30.5 ± 3.1 g 
kg-1로 흰개미를 처리한 토양 내 함량이 높게 나타났

으며, 유효인산은 흰개미 처리 토양이 27.4 ± 2.9 mg 
kg-1, 처리하지 않은 토양이 24.0 ± 4.7 mg kg-1으로 흰

개미 처리 토양 내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치환성 양이

온인 K, Ca, Mg의 경우 흰개미 처리 토양에서 각각 

0.82 ± 0.2 cmolc kg-1, 3.18 ± 1.4 cmolc kg-1, 1.73 ± 
1.1 cmolc kg-1, 흰개미를 처리하지 않은 토양에서 각

각 0.71 ± 0.2 cmolc kg-1, 2.88 ± 1.7 cmolc kg-1, 1.30 
± 0.7 cmolc kg-1로 분석되어 흰개미 처리 토양 내 함

량 역시 처리하지 않은 토양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pH 역시 흰개미 처리토양이 4.56 ± 
0.2로 흰개미를 처리하지 않은 토양(4.09 ± 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기물을 포함한 전 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의 함량 증가는 흰개미의 섭식활동이 주원인으로 사

료되며, 토양 pH의 증가는 유효인산과 치환성 양이온 

함량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흰개미는 집을 지

을 때 수확활동을 통해 생성된 생성물과 부산물을 이

용하여 주변 토양 물질의 구성요소를 변화시켜 비옥

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Coventry et al., 1988; 
Park, 1996; Ruckamp et al., 2010). 다른 연구들도 흰

개미에 의해 분해된 유기물은 직접 토양에 환원되거

나 흰개미 집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며, 흰개미 집에 함

유된 영양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침식되어 주변 생태

계 내에 토양 화학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Coventry et al., 1988; Lamoureux et al., 2012). 
흰개미를 처리한 토양에서 전 질소함량의 증가는 

흰개미의 생물학적 활동으로 인한 증가와 다른 요인

에 의한 증가도 포함되어 있다. Ohkuma(2001)는 흰

개미는 섭식활동으로 인해 체내에 있는 장내미생물을 

이용하여 유동성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보고하였고, Sileshi et al.(2010)은 흰개미 체내에 

축적된 질소가 흰개미가 죽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갈  

때 질소함량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하등 흰개미 

종의 경우 군집 내 흰개미가 여러 원인에 의해 죽게 될 

경우 시체들을 별도의 공간에 모아 두게 되는데, 이 때 

죽은 흰개미 사체에서 미생물에 의해 고정된 질소가 

토양에 환원되어 주변 토양에 질소 함량을 높여주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Lamoureux et al., 2012).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자생하는 흰개미가 토양의 이화학

적 성질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 유기물을 포함한 전 질소, 유
효인산, 치환성 양이온(Ca, K, Mg), pH의 함량이 흰

개미를 처리하지 않은 실험구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흰개미 집 내의 토양은 흰개미의 수확활동 및 생물학

적 활동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성질이 변하는데 먹

이원의 종류에 따라 토양에 함유되는 영양물질의 양

이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섭식활동으로 인해 질소를 



 성세하 김근기 홍창오 박현철

Fig. 6. The flow of nutrients and soil materials through termite mounds (Coventry et al., 1988).

포함한 유기물과 인산도 흰개미 집 내의 토양의 영양

분을 제공하게 된다(Coventry et al., 1988; Park, 1996) 
(Fig. 6). 

흰개미는 토양 비옥도를 높여주어 주변 토양에 서

식하는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이로 인해 흰개미가 

섭취하는 먹이가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되어 다시 토

양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이른바 공생 생태계를 형성

하게 된다(Grogan, 2000; Bonachela et al., 2015). 따
라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초원과 같이 척박

한 생태계에서 흰개미는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 

환경 조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흰개미 

생태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 결

과는 실험 기간이 짧아 흰개미가 토양 환경에 끼치는 

영양염류 변화가 서식 환경 증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총 질소, 유기물, 유
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pH 등이 유효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흰개미의 토양 물리성 

및 생물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 중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심

도 깊은 관련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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