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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침   훈증처리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목재 재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소나무재선충의 

도  종압축강도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침 처리 후 소나무와 해송 모두 목 액  살선충제 처리의 경우 

21일째에, 바닷물 침 의 경우에서는 30일째에 재선충의 도가 매우 낮아졌다. 재추출된 재선충을 피해가 없는 

정상재에 인 으로 종한 경우 6개월경과 후까지 감염되지 않았으며, 소나무와 해송의 평균 기건 도는 각각 

0.47 g/cm3, 0.54 g/cm3, 종압축강도는 각각 304 kgf/cm2, 363 kgf/cm2이었다. 훈증처리 후의 소나무재선충은 

수종에 계없이 3개월까지는 검출되었으며, 그 이후에 출 하는 재선충은 유사 선충으로 명되었다. 24개월

이 지난 소나무와 해송의 평균 기건 도는 각각 0.54 g/cm3, 0.52 g/cm3, 종압축강도는 각각 353 kgf/cm2, 370 

kgf/cm
2 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피해목의 목재재료로서의 활용성은 일부 검증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검증을 

하여 추후 기타 조직, 물리  역학  성능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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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n effort to utilize the pine wood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this study analyzed the 

density of pine wood nematode and compressive strength of damaged trees treated through 

soaking and fumigating. The density of nematode in Pinus densiflora and Pinus thunbergii 

woods soaked in wood vinegar and nematicide, and in seawater reduced greatly in 21 days and 

in 30 days, respectively. When reextracted nematode was injected artificially into healthy trees, 

infection was not observed after the lapse of six months, and the mean density of Pinus 

densiflora and Pinus thunbergii was 0.47 g/cm3 and 0.54 g/cm3, respectively, and their 

compressive strengths were 304 kgf/cm2 and 363 kgf/cm2, respectively. As to change in the 

density of pine wood nematode after fumigating, pine wood nematode was detected until the 

third month in both species, and those detected afterwards were found to be similar nematodes. 

After 24 months, the mean densities of Pinus densiflora and Pinus thunbergii were 0.54 g/cm3 

and 0.52 g/cm3, respectively, and their compressive strengths were 353 kgf/cm2 and 370 kgf/cm2, 

respectively.

Keywords : Pine wilt disease, Pinus densiflora, Pinus thunbergii, density, compressive strength, 

utilization of damaged trees.

1. 서  론

우리나라의 산림수종  가장 많은 면 을 유하

는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침엽수를 표하는 

주요한 향토수종으로 총 산림면 의 23.5%인 약 

150만 ha를 차지하는 요한 경제수종이다(Shin 

and Han, 2006). 생태  응범 는 매우 넓어 해수

면 가까이에서부터 해발 1,300 m까지도 생육이 가

능하다. 그러나 해발 500 m 범  내에 주로 많이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업연구원, 1999).

소나무 목재는 연륜폭이 균일하고 재색이 아름다

우며 재질이 좋아 우수한 목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

다. 따라서 소나무 목재는 로부터 궁궐, 사원, 

택 등 형목조 건축물의 구조부재, 토목용재 등

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재도 고 목조주택  고

건축물의 보수재 등의 재료로 호평 받고 있는 고

수종이다. 한 소나무는 연료, 식품, 약재, 재(棺

材) 등으로도 리 사용되며, 소나무림은 송이버섯

의 생산지로서 주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임업

연구원, 1999).

최근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

의 발생으로 소나무림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

며, 가장 심각한 산림재해로 다루어지고 있다(산림

과학원, 2006).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

lophilus)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에 의하여 확산되므로 방제하기가 어렵

다(Mamiya and Enda, 1972; Yamane, 1975; Togashi, 

1985).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정산 지역에

서 최 로 발견되어 부산, 경북, 제주, 강원도 등으

로 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발생면  한 2006년에 

7,871 ha로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Shin and Han, 2006).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에 한 연구는 주로 소

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의 생태(최 등. 1987; 

이 등, 1989; 최 등, 1989; 이 등, 1990; 문 등, 1993; 

김 등, 2003; 이 등, 2004)  항공방제에 한 연구

(우, 2000); 김 등, 2002; 권 등, 2003; 이 등, 2003)

가 부분이다. 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

서의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나 훈증무더기의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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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한 연구는 체계 으로 연구되지 못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으로

써 신규 피해목의 침 실험  훈증목 실험후의 피

해목을 목재재료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소나무재선충의 도 측정, 목재의 종압축강도시험

을 실시, 분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침 처리는 경남 진주시 

산면 용아리 야산에서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6

개월 동안 조사지에서 신규 감염된 평균 직경 18 ± 2 

cm인 소나무와 해송에서 소나무재선충의 감염여부

를 확인한 후 1 m 길이로 단하 다. 그리고 형수

조를 이용하여 참나무 목 액 50배액과 100배액, 살

선충제(포스치아데이트 10%, 동부한농화학)  바닷

물(경남 사천시 실안동 근해에서 채취)로 구분하여 

침 처리를 하 고 무처리는 수돗물을 이용하 다.

침 처리목은 침 처리 후 60일까지 소나무재선

충 도를 측정하 으며, 60일 이후에는 해당 시료

목의 종압축강도를 측정하 다. 

훈증목은 처리한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

년 경과후의 소나무재선충 도  종압축강도를 분

석하 다.

2.2. 소나무재선충 밀도 변화 

침 처리는 처리 후 1일, 7일, 14일 등 1주일 간격

으로, 훈증처리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경과 

후에 변재부 3개소에서 각각 30 g의 목편을 채취하여 

선충을 분리⋅동정하 고. 소나무재선충의 분리는 

Baermann 깔 기법(Ayoub, 1980)을 이용하 다.

2.3. 목재 강도 시험

종압축강도 시편은 소나무재선충이 있는 목질부

에서 채취하 으며, 항온항습실(20°C ± 1, 65% ± 3)

에 4주 이상 방치 건조시킨 후, 20 mm (T) × 20 mm 

(R) × 40 mm (L)의 크기로 가공하여, 다시 항온항

습실에서 1주일 이상 조습시켜 사용하 다. 각 조건당 

시험편은 10개로 하 고, 기건 도를 측정하 다.

종압축강도 시험은 KSF 2206에 따라 유압식 만능

강도시험기(Instron UTM, model 8872)를 사용하여 

0.25 mm/min의 하 속도(cross head speed)로 종압

축강도(σc)  종압축탄성계수(Ec)을 측정하 다.

σc (종압축강도) = P/A

P : 최 하 , A : 단면

Ec (종압축 률) = (ΔP × ℓ)/(Δℓ × A)

ΔP : 비례 한도 내에서 상한 하 과 

하한 하 의 차이

ℓ : 표 거리

Δℓ: ΔP에 한 압축변형

A : 단면

3. 결과 및 고찰

3.1. 침전처리

3.1.1. 소나무재선충의 밀도변화

침 처리를 실시한 후의 소나무재선충의 도변

화는 소나무(Fig. 1)보다는 해송(Fig. 2)에서 소나무

재선충의 생존기간이 조  길었지만, 큰 차이는 없

었으며, 소나무  해송 모두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

다(P > 0.05).

목 액 50배액과 목 액 100배액 그리고 살선충

제 처리에서는 지속 으로 감소하다가 21일부터 

도가 격히 감소하 다. 바닷물 침 처리에서는 계

속 인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30일부터 격히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목 액과 살선충제

는 21일부터는 재선충이 사멸하 으며, 바닷물은 

30일 정도의 기간에서 재선충이 사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조구는 감소 경향은 나타나지만 목

액, 살선충제, 바닷물처럼 격한 변화는 없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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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A : wood vinegar 50X, B : wood vinegar 100X, C : 
Nematicide, D : Seawater, E : Control

Fig. 1. Change of pine wood nematode density 

in soaked timbers of Pinus densiflora.

Notes ; The same as Fig. 1.

Fig. 2. Change of pine wood nematode in 

soaked timbers of Pinus thunbergii.

Table 1. Physical and strength properties of soaked timbers

Species Treatment σc (kgf/cm2) Annual ring width (mm) Ec (kgf/cm2)

Pinus densiflora

A 286 ± 28 2.9 ± 0.4 38,940 ± 1,978

B 323 ± 14 2.9 ± 0.5 35,400 ± 1,923

C 309 ± 14 3.6 ± 0.4 34,807 ± 3,179

D 311 ± 31 1.9 ± 0.1 42,002 ± 2,853

E 288 ± 10 3.4 ± 0.2 33,814 ± 4,687

Pinus thunbergii

A 335 ± 21 3.4 ± 0.6 34,074 ± 3,479

B 368 ± 13 2.7 ± 0.9 33,209 ± 4,778

C 360 ± 29 2.9 ± 0.9 42,325 ± 2,284

D 361 ± 39 3.0 ± 0.6 35,690 ± 2,060

E 390 ± 55 2.6 ± 0.6 34,679 ± 3,520 
Notes; Ec : compressive modulus of elasticity, σc : compressive strength, A : wood vinegar 50X, B : wood vinegar 100X, 

C : Nematicide, D : Seawater, E : Control

소하며, 50일이 경과하여도 생존하 으며 60일경에 

격히 감소하 다.

침 처리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은 30∼40일 가

량이면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어 목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감염성을 확인하기 하여 침 처리목에서 21일 경

과 후에 추출한 재선충을 인공 종을 실시한 결과에

서는 병원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1.2. 목재의 강도 성능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목재활용을 하여 침

처리한 후의 목재강도는 소나무에 비하여 해송의 

종압축강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목 액 처

리 소나무재의 종압축강도는 50배액에서 286 

kgf/cm
2, 100배액에서 323 kgf/cm2 고, 살선충제에

서 309 kgf/cm2, 바닷물처리에서 311 kgf/cm2, 무처

리에서 288 kgf/cm2로 목 액 100배액에서 가장 높

았고, 무처리구에서 가장 낮았다. 해송은 목 액 50

배액에서 335 kgf/cm2, 목 액 100배액에서 368 

kgf/cm2, 살선충제에서 360 kgf/cm2, 바닷물처리에

서 361 kgf/cm2, 무처리에서 390 kgf/cm2로 무처리

에서 가장 높았고, 목 액 50배액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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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A : wood vinegar 50X, B : wood vinegar 100X, 
C : Nematicide, D : Seawater, E : Control

Fig. 3. Change of density (ρ) and compressive 

strength (σc) to soaked period of 

timbers. 

Fig. 4. Relation between compressive mod-

ulus of elasticity (Ec) and compressive 

strength (σc) of soaked timbers.

σcP.d(──): Pinus densiflora (●), 

σcP.t(------): Pinus thunbergii (○). 

Fig. 5. Number of pine wood nematode in fu-

migated timber of Pinus densiflora.

Fig. 6. Number of pine wood nematode in fu-

migated timber of Pinus thunbergii.

(Fig. 3 and Table 1). 기건 도는 소나무 평균 0.48 

g/cm
3, 해송 평균 0.54 g/cm3 이었다(Table 1).

침 처리에서 목재의 종압축탄성계수와 압축강도

사이에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Fig. 4).

따라서 침 처리가 종압축강도 성능에는 거의 향

을 미치지 않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처

리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침

목은 목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3.2. 훈증처리

3.2.1. 소나무재선충의 밀도 변화

훈증처리목의 소나무재선충 도변화는 소나무와 

해송의 수종간 유의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P 

> 0.05), 소나무는 1개월에는 30 g당 1만 마리 이상, 

3개월에서는 2천 마리 이상이 나타났으며, 처리 후 

3개월이 지나면 나타나지 않았으며, 6개월  24개

월경과 후의 훈증목에서 유사재선충이 발견은 되었

으나, 병원성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훈증목의 수분함수율은 훈증처리 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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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nsity (ρ) and compressive strength (σc) to the period of fumigated timbers 

Table 2. Physical and strength properties of fumigated timbers

Species
Period

(months)
σc (kgf/cm2)

Annual ring width 
(mm)

Ec (kgf/cm2)

Pinus densiflora

1 366 ± 29 2.4 ± 0.4 26,747 ± 5,477

3 329 ± 21 2.6 ± 0.5 28,425 ± 6,606

6 345 ± 27 2.0 ± 0.3 27,646 ± 4,119

12 377 ± 23 1.8 ± 0.4 30,466 ± 5,694

24 338 ± 23 2.3 ± 0.4 24,328 ± 4,337

Pinus thunbergii

1 369 ± 27 2.3 ± 0.3 29,902 ± 2,379

3 331 ± 22 2.3 ± 0.4 30,059 ± 6,334

6 426 ± 12 2.2 ± 0.1 28,308 ± 4,171

12 367 ± 15 2.0 ± 0.1 31,074 ± 6,895

24 356 ± 19 2.3 ± 0.6 30,991 ± 10,328
Notes; Ec : compressive modulus of elasticity, σc : compressive strength

의 경과에 따라 25∼30%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Fig. 5). 해송의 재선충은 1개월에는 30 g 당 1

만 마리 이상, 3개월에서는 4천 마리 이상이 나타났

으며, 처리 후 3개월이 지나면 나타나지 않았으며, 

12개월 경과 후의 훈증목에서 유사재선충은 발견되

었으나,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병원성이 없으므로 문

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훈증목의 수분함

수율도 훈증처리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25∼32%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6).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훈증목은 경제성을 고려한 

지를 선정하여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최  6개월 

이내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 인 산림자원의 이용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3.2.2. 목재의 강도 성능

소나무의 종압축강도는 훈증기간에 따라 1개월경

과 366 kgf/cm2, 3개월경과 329 kgf/cm2, 6개월경과

는 345 kgf/cm2, 12개월경과 377 kgf/cm2, 24개월경

과 338 kgf/cm2로 12개월 경과에서 가장 높았고, 3

개월 경과에서 가장 낮았다. 해송은 1개월경과 369 

kgf/cm2, 3개월경과 331 kgf/cm2, 6개월경과 426 

kgf/cm2, 12개월경과 367 kgf/cm2, 24개월경과 356 

kgf/cm
2로 6개월 경과에서 가장 높았으며, 3개월 경

과에서 가장 낮았다(Fig. 7 and Table 2). 기건 도는 

각각 평균 0.54 g/cm3와 0.52 g/cm3이었다(Fig. 7).

해송은 소나무에 비하여 압축강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



윤석락⋅박정환⋅박한민⋅김종갑⋅변희섭

－ 206 －

Fig. 8. Relation between compressive mod-

ulus of elasticity (Eb) and compressive 

strength (σc) of fumigated timbers.

σcP.d (──): Pinus densiflora (●), 

σcP.t (------): Pinus thunbergii (○). 

고(P > 0.05), 임업연구원(1994)이 보고한 우리나라 

소나무의 정상재 도 0.44 g/cm3, 종압축강도 430 

kgf/cm
2와 Nakai와 Yamai (1982)이 조사한 392 

kgf/cm2와 비슷한 값을 나타냈으나, 오(1997)이 조

사한 심재 569 kgf/cm2, 변재 580 kgf/cm2보다는 낮

은 종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황 등(2001)은 솔잎혹

리 피해 소나무재의 해부  물리학  특성에서 

건 목은 변재 450 kgf/cm2, 심재 379 kgf/cm2, 피해

목은
 변재 196 kgf/cm2, 심재 249 kgf/cm2로서 건

목에 비하여 피해목의 압축강도가 훨씬 낮다고 보고

하 는데 이와 비교하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솔잎혹 리 피해목보다 목재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훈증처리에서 목재의 종압축 률과 압축강도사이에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Fig. 8).

따라서 훈증처리목의 압축강도 성능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소나무재선충의 도  목재 강도 분석의 결과 산

림에 방치되어 있는 훈증목은 3개월이 지나면 소나

무재선충이 없으므로 목재 재료로써의 활용이 가능

하며 최  2년이 지난 훈증목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감염목과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훈증무더기 내의 훈증목의 활용을 

해서는 소나무재선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한 

목재강도성능시험을 통하여 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목을 목 액과 살선충

제  바닷물을 이용하는 침 처리와 훈증을 이용하

는 훈증처리 후 기간에 따른 재선충의 도변화와 

목재강도를 측정하 다.

침 처리 후 소나무와 해송 모두 목 액  살선

충제 처리의 경우 21일째에, 바닷물 침 의 경우에

서는 30일째에 재선충의 도가 매우 낮아졌다. 재

추출된 재선충을 피해가 없는 정상재에 인 으로 

종한 경우 6개월 경과 후까지 감염되지 않았으며, 

소나무와 해송의 평균 기건 도는 각각 0.47 g/cm3, 

0.54 g/cm
3, 종압축강도는 각각 304 kgf/cm2, 363 

kgf/cm2이었다.

훈증처리 후의 소나무재선충은 수종에 계없이 

3개월까지는 검출되었으며, 그 이후에 출 하는 재

선충은 유사 선충으로 명되었다. 24개월이 지난 

소나무와 해송의 평균 기건 도는 각각 0.54 g/cm3, 

0.52 g/cm
3, 종압축강도는 각각 353 kgf/cm2, 370 

kgf/cm2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피해목의 목재재

료로써의 활용가능성은 일부 검증되었으며 보다 확

실한 검증을 하여 추후 횡압축강도, 휨강도, 인장

강도 등에 하여 검토하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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