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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나무 치수림 가꾸기의 시기별 산물의 조합이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

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야외에 망사 시험구(크기 1 m×1 m×1 m) 6개를 설치하였다. 각 시험구 내에 숲

가꾸기 시기별 산물을 10개(길이 1 m, 중앙직경 1~2 cm)씩 투입한 다음 솔수염하늘소 암수 7쌍을 방사하여 후식시

킨 후 2009년 11월에 시료목에 서식하는 유충을 조사하였다. 각 시험구(케이지) 내에 솔수염하늘소를 방사한 결과

솔수염하늘소 방사 당년도인 2009년 2월 중순, 2월 하순, 3월 중순, 3월 하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솔수염

하늘소 방사 전년도인 2008년 10월에 숲가꾸기 한 산물을 한 케이지에 넣어 조합한 경우 2009년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의 산물에는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2009년 2월 중순, 2월 하순 및 2008년 10월 중순의 산

물에서는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 2월 중순, 2월 하순, 3월 하순 및 2008년 10월 중순의 산물을 한

케이지에 넣어 조합한 경우 2009년 2월 중순, 2월 하순, 3월 하순의 산물에서는 유충이 출현하였으나, 2008년 10월

중순 산물에서는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 2월 중순, 2월 하순 및 2008년 10월 중순 산물을 독립적

으로 처리한 경우, 모든 시험구에서 유충이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나무 유령림 가꾸기의 경우 솔수염하늘

소 방사시기 전년도인 10월부터 익년 2월 까지 숲가꾸기 한 산물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 결과

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age plots were established in 2008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bination of tended Japanese red

pine sapling and the habitation of Monochamus alternatus, a vector for pine wood nematode. Japanese red pine

sapling tended at different times were successively put into the cage, and then the adult of Monochamus alternatus

was put in June. Presence or absence of the larva was determined November.  Sapling tendings were done at seven

successive times in 2009, mid- and late February and March, mid-April, May and June. Some saplings were also

tended in mid-October of 2008, the previous year of this experiment.  The larva was found in all the saplings

tended later than mid-March in 2009. No larva was found in the saplings tended in mid-October of 2008 and those

in February of 2009. In case of the combination the by-products of mid-February and late March of 2009 and mid-

October of 2008, the larva was found in the by-product of mid-February and late March of 2009, but those in mid-

October of 2008 was not. When the saplings tended in mid-October of 2008 and mid- and late February of 2009

were put into the cage singly, the larva was found in all the saplings. Results indicated the mixture of the saplings

tended at different times affected the habitation of Monochamus alternatus differently.

Key words : cage plots, combination of tended Japanese red pine sapling, Monochamus alternatus, sapling tending

서 론

소나무림 숲가꾸기와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이 솔수염

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로서, 10

월 초순과 익년 2월 초순에 벌채한 숲가꾸기 산물에서는

솔수염하늘소의 기생이 나타나지 않았다(奧田素男 등.

1975), 곰솔 소경목의 경우 10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의

벌채한 소경목에서는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하지 않았다

(竹下 努, 1980). 당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벌채목은

솔수염하늘소가 산란하지 않으므로 벌채시기를 적절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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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 숲가꾸기 산물이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장소로 이

용되지 않는다(岸 洋一, 1988). 소나무 간벌시에는 그 시

기가 문제로서 옛날부터 벌채와 간벌의 적절한 시기로 되

어있는 늦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벌채하면 문제가 없으며,

임내에 수간과 가지가 일부 방치되더라도 솔수염하늘소

는 고사한지 오래된 산물에는 산란하지 않는다(島根懸農

林水産部, 1996). 전통적인 숲가꾸기 시기인 10월부터 익

년 2월 사이에 숲가꾸기를 실행하면 숲가꾸기 산물을 임

내에 방치한다 하더라도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

염하늘소의 서식에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연구(홍성

천 등, 2008)가 있으나 이들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유령림

(평균수고 4 m~12 m) 가꾸기와 유령림 가꾸기 산물이 솔

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

어 있으며, 소나무 치수림(평균수고 2 m내외) 가꾸기가 소

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외 그물망 시험구를 설치하여 소나

무 치수림 가꾸기가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

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8년 9월 중순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진주

시험림 내에 높이 1 m×1 m×1 m 크기의 야외망사 케이

지를 6개 설치한 후, 소나무 치수림 가꾸기의 시기별 산물

(길이 1 m, 흉고직경 1~2 cm)을 10개씩 투입하였다. 2009

년 6월 16일, 각 케이지 마다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을 7쌍

씩 방사한 후, 6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3~4일 간격으로

후식용 먹이인 솔가지를 공급하였다(솔수염하늘소 성충

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제공).

2009년 11월 중순에 시료목의 수피를 벗긴 후 유충 침

입공이 발견된 시료목을 활재하여 유충의 유무를 확인하

였다. 

2008년 10월 중순, 2009년 2월 중순, 2월 하순, 3월 중

순, 3월 하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등 8개 시기

별로 길이 1 m, 중앙직경 1~2 cm 내외의 시료목(185개)

을 채취하여 4가지 종류의 처리를 하였다. 처리1은 8종류

의 채취 시기별(2009년 2월 중순 + 2월 하순 + 3월 중순

+ 3월 하순 + 4월 중순 + 5월 중순 + 6월 중순 + 2008년

10월 중순) 산물을 조합하였으며, 처리2는 4종류의 채취

시기별(2009년 2월 중순 + 2월 하순 + 3월 하순 + 2008

년 10월 중순) 산물을 조합하였고, 처리3은 4종류의 채취

시기별(2009년 3월 중순 + 4월 중순 + 5월 중순 + 6월

중순) 산물을 한 케이지에 조합하였다. 그리고 처리4는

2009년 2월 중순, 2009년 2월 하순, 2008년 10월 중순의

산물을 시기별로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나무 치수림 가꾸기 산

물의 시기별 8종류(2009년 2월 중순 + 2월 하순 + 3월 중

순 + 3월 하순 + 4월 중순 + 5월 중순 + 6월 중순 +

2008년 10월 중순)를 조합하여 한 케이지(1 m×1 m×1 m)

에 넣어 집적한 경우로서, ’08년 10월 중순, ’09년 2월 중

순, 2월 하순의 시료목에서는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발

견되지 않았으나, ’09년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채취

Figure 1. The number of specimen trees in which larva was detected and the number of larva detected in the by-product

combination by time point of tending of Japanese red pine saplings (treat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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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목에서는 전체 50개의 시료목 중 14개에서 20마리

의 유충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는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

기에 가까울수록 유충출현 시료목수와 유충출현수가 증

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령림가꾸기 산물의 결과와 유사한 경

향으로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에 따라 솔수염하늘소의 산

란을 유인하는 안식향산 등 휘발성 물질의 발산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奧田素男 등, 1975; 竹下 努,

1980; 島根懸農林水産部, 1996; 岸 洋一, 1988).

Figure 2는 한 케이지 내에 치수림 가꾸기 산물을 시기

별로 4종류(2009년 2월 중순 + 2월 하순 + 3월 하순 +

2008년 10월 중순)를 조합한 경우로서 솔수염하늘소의 성

충 방사 전년인 ’08년 10월 중순 산물에서는 처리1과 같

이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으나, 솔수염하

늘소를 방사한 당년인 ’09년 2월 중순 산물은 10개 중 1

개, 2월 하순 산물은 10개 중 9개에서 유충이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처리1과 같이 솔수염하늘소의 성충 방

사시기에 가까울수록 유충출현 시료목수와 유충출현수가

증가하였다.

Figure 3은 2009년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의 산물을 조합한 경우의 결과로 4종류의 산물에서

모두 유충이 출현하였다. 이는 처리1과 처리2의 결과와 같

Figure 2. The number of specimen trees in which larva was detected and the number of larva detected in the by-product

combination by time point of tending of Japanese red pine saplings (treatment 2).

Figure 3. The number of specimen trees in which larva was detected and the number of larva detected in the by-product

combination by time point of tending of Japanese red pine saplings (treat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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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솔수염하늘소의 성충 방사시기에 가까운 시료목일수

록 유충 출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는 2008년 10월 중순, 2009년 2월 중순, 09년 2

월 하순 산물을 개별적으로 처리한 경우의 결과로써, ’08년

10월 중순 산물에서는 공시목 10개 중 5개에서, ’09년 2월

중순 산물에서는 공시목 10개 중 4개에서, ’09년 2월 하순

산물에서는 공시목 10개 중 5개에서 유충이 출현하였다.

Figure 5는 처리1, 처리2, 처리4 중 ’08년 10월 중순,

’09년 2월 중순, 2월 하순의 산물에 나타난 유충의 출현수

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08년 10월 중순 산물의 경

우, 처리1과 처리2에서는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으나, 개

별적으로 처리한 처리4에서는 10개의 시료목 중 5개에서 8

마리의 유충이 출현하였다. ’09년 2월 중순 산물의 경우, 처

리1에서는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으나, 처리2에서는 1마리,

처리4에서는 4마리가 출현하였다. 또한 ’09년 2월 하순의

산물은 처리1에서는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으나, 처리2에

서는 2마리, 처리4에서는 3마리가 출현하였다.

Table 1은 2008년 10월 중순에 채취한 산물의 처리별 유

충출현 시료목수와 유충출현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로서 유충의 출현 시

료목수에서는 유의수준 1% 내에서, 그리고 유충출현수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5%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Figure 4. The number of tree specimen in which larva was detected and the number of detected larva in byproduct in case of
treated singly (treatment 4).

Figure 5. The total number of detected larva in the by-products of mid-October 2008, mid- February 2009, and late February
2009 in treatment 1, 2,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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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처리4에서는 유충출현 시료목수와 유충출현수가

처리1과 처리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2009년 2월 중순에 채취한 산물의 처리별 유

충 출현 시료목수와 유충출현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 내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1에서는 유충출

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처리2와 처리4는 유충출현 시료

목수와 유충출현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2009년 2월 하순 산물의 처리별 유충출현 시

료목수와 유충출현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한 결과, 처

리1에서는 유충출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처리2와 처리

4는 유충출현 시료목수와 유충출현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결과 시기별 소나무 치수림 가꾸기 산물의 조

합에 따라 ’08년 10월 중순, ’09년 2월 중순, 2월 하순의

산물도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솔수염하늘소 방사전년도인 10월 초

순과 솔수염하늘소 방사 당년도인 2월 초순에 벌채한 숲

가꾸기 산물에서는 솔수염하늘소의 기생이 나타나지 않

았다는 奧田素男 등(1975)의 연구, 곰솔 소경목의 경우 10

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에 벌채한 소경목에서는 솔수염하

늘소가 서식하지 않았다는 竹下 努(1980)의 연구, 당년 10

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벌채목은 솔수염하늘소가 산란하

지 않으므로 벌채시기를 적절히 결정하면 숲가꾸기 산물

이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장소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岸 洋

一(1988)의 연구, 소나무 간벌시에는 그 시기가 문제로서

옛날부터 벌채와 간벌의 적절한 시기로 되어있는 늦가을

에서 겨울에 걸쳐 벌채하면 문제가 없으며, 임내에 수간

과 가지가 일부 방치되더라도 솔수염하늘소는 고사한지

오래된 나무에서는 산란하지 않는다는 島根懸農林水産部

(1996)의 보고, 전통적인 숲가꾸기 시기인 10월부터 익년

2월 사이에 숲가꾸기를 실행하면 숲가꾸기 산물을 임내에

방치한다 하더라도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

소의 서식에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홍성천 등(2008)의 기

존 연구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처

리1과 같이 시기별 숲가꾸기 산물을 하나의 야외망사 시

험구에 넣었을 때의 실험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지만, 처리4의 경우처럼 산물을 시기별로 분리

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솔수염하늘소 방사 전년도인

‘08년 10월 산물에서부터 방사 당년도인 ’09년 2월 산물

에도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서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매

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로 이용될 수 없는 소나무

숲가꾸기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후속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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