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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법 중 임업적 방제법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

늘소가 서식처로 이용할 수 없는 소나무림 숲가꾸기의 하한(下限)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국립산림과학

원 남부산림연구소 진주시험림에 야외그물망 케이지(크기 1 m×1 m×1 m)를 7개 설치하였다. 각 케이지 내에 시기별

숲가꾸기 산물(길이 1.0 m, 직경 5~10 cm)을 5~10개씩 투입한 후 솔수염하늘소의 성충 4~6쌍을 방사하여 후식시켰

다. 2010년 11월 각 시료목에 출현한 유충 침입공과 유충서식유무를 조사한 바, 숲가꾸기 시기로부터 성충방사시기

까지 24개월, 18개월, 12개월, 6개월 된 산물을 한 케이지 내에 함께 넣은 경우(처리 1)에는 유충 침입공은 12개월

된 산물까지 출현하였으나 유충은 6개월 된 산물에서만 출현하였다.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 된 시료목을 한

케이지 내에 함께 넣은 경우(처리 2)에는 유충 침입공은 18개월 된 산물까지 출현하였으나 유충은 12개월 된 산물

에서만 출현하였다. 그리고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 6개월 된 산물을 각 케이지 내에 독립적으로 넣은 후

건조, 습윤구로 구분하여 처리한 경우(처리 3)에는 건조구와 습윤구 모두에서 유충 침입공은 18개월, 15개월, 12개월,

6개월된 산물에서 출현하였으나 유충은 건조구에서는 15개월, 12개월, 6개월 된 산물에서 출현하였고 습윤구에서는

6개월 된 산물에서만 출현하였다. 이상의 제 결과로써 숲가꾸기한 후 24개월이 경과한 산물은 솔수염하늘소의 서식

처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Field Cage plots (1 m×1 m×1 m) were established (7 units) to find the lowest limit time about the

tending of red pine forest (Pinus densiflora) which can no longer be used as a habitat by Monochamus

alternatus, vector insect of pine wilt disease at the experimental forest of the southern forest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in February in 2010. Thinning slashes (length, 1 m; diameter, 5~10 cm) tended

at the different times were put in cages, and 4~6 couples of adult M. alternatus were put into each the cage

in June. Presence or absence the larval entrance holes and larval were determined in November in 2010. Incase

of the combination 24, 18, 12 and 6-month-old thinning slashes from thinning times to the time of adult

emergence inside a single cage, larval entrance holes were found in the 6-month-old and 12-month-old thinning

slashes but larvae were found only in the 6-month-old thinning slashes (treatment 1). In case of the combination

24, 18, 15 and 12-month-old thinning slashes inside a single cage, larval entrance holes were found in the 15-

month-old and 12-month-old thinning slashes but larvae were found only in the 12-month-old (treatment 2).

When 24, 18, 15, 12 and 6-month-old thinning slashes with treated dry and humid condition were put separately

inside each cage, larval entrance holes were found in the 18, 15, 12, 6-month-old thinning slashes without the

relation of the dry and humid conditions. But larvae were found in the 15, 12, 6-month-old thinning slashes in

the dry conditions and only in the 6-month-old thinning slashes in the humid conditions. Results indicated the

lowest limit time which can no longer be used as a habitat by M. alternatus is before 24 month from the time

of adult em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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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제어를 위한 숲

가꾸기 시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서 10월 초순과 익

년 2월 초순에 벌채한 숲가꾸기 산물에서는 솔수염하늘소

의 기생이 나타나지 않았다( 田素男 등, 1975). 곰솔의

소경목은 10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에 벌채한 경우 솔수

염하늘소가 서식하지 않았다(竹下 努, 1980). 10월부터 익

년 2월까지의 벌채목에는 솔수염하늘소가 산란하지 않으

므로 벌채시기를 적절히 결정하면 숲가꾸기 산물이 솔수

염하늘소의 산란장소로 이용되지 않는다(岸 洋一, 1988).

소나무림 간벌은 그 시기가 문제로서 옛날부터 벌채와 간

벌의 적절한 시기로 되어있는 만추(晩秋)에서 겨울에 걸

쳐 벌채하면 문제가 없다. 임내에 수간과 가지가 일부 방

치되더라도 솔수염하늘소는 고사한지 오래된 나무에는 산

란하지 않는다(島根懸農林水産部, 1996). 솔수염하늘소의

산란기간 중에 소나무림을 대량 벌채하는 것은 알을 품고

있는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이다(五十嵐正俊, 2007). 어린 소나무림(수고 2 m, 가지직

경 2 cm 내외)의 경우, 솔수염하늘소 우화 당년도인 2, 3,

4, 5월에 숲가꾸기한 산물과 우화 전년도 10월에 숲가꾸

기한 산물을 한 케이지에 넣어 솔수염하늘소를 방사하였

을 때에는 솔수염하늘소 우화 전년도 10월부터 우화 당년

도 2월까지 숲가꾸기 한 산물은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전년도 10

월부터 우화 당년도 2월까지 숲가꾸기한 산물을 각 케이

지에 독립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들 산물도 솔수염하

늘소의 서식처로 이용되었다(홍성천, 2009; 2010)는 등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로써는 솔수염하

늘소가 서식처로 이용할 수 없는 숲가꾸기의 하한(下限)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중

임업적 방제법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솔수염하늘소

가 서식처로 이용할 수 없는 소나무림 숲가꾸기의 하한

(下限)시기를 구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10년 2월 중순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진주

시험림 내에 야외 그물망케이지(크기 1 m×1 m×1 m)를 7

개 설치한 후 시기별 숲가꾸기 산물의 조합처리와 독립

처리가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종류의 처리를 실시하였다(Table 1). 처리 1은 숲

가꾸기 실시 후 솔수염하늘소 방사시기(2010년 6월 중순)

까지 24개월, 18개월, 12개월, 6개월이 경과된 산물을, 처

리 2에서는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이 경과된 산

물을 각각 한 케이지에 넣어 처리하였다. 이때 시료목은

길이 약 1 m 내외로서 직경 5~10 cm급으로 시기별로 5개

의 시료목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처리 3은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 6개월이 경과된 숲가꾸기 산물을 각 케이

지에 독립적으로 처리한 후 건조처리와 습윤처리로 구분

하였다. 이때 습윤처리는 케이지 내 시료목 중 지표면에

닿아있는 것이며, 건조처리는 습윤처리 시료목의 상부에

지표면과 닿지 않게 쌓아두었다.

처리 후 2010년 6월 중순에 처리 1과 2에 각각 6쌍의

솔수염하늘소를 방사하였으며 처리 3의 경우에는 각 케이

지 마다 4쌍씩의 솔수염하늘소를 방사한 후 2010년 8월

중순까지 3~4일 간격으로 후식시켰다. 2010년 11월에 각

Table 1. Treatment types and combination types of specimen. 

Treatment  Treatment type Kinds of specimen

Treatment 1
Mixed
treatment

 24, 18, 12, 6-month-old specimen from emergence time of adult Monochamus alternatus

were placed all together inside a single cage.(number of specimen : 5 ea)

Treatment 2
Mixed 
treatment

 24, 18, 15, 12-month-old specimen from emergence time of adult Monochamus alternatus

were placed all together inside a single cage.(number of specimen : 5 ea)

Treatment 3
Separatly
treatment

 

24-month-old
specimen from
emergence time
Monochamus

alternatus were
separately placed
inside each cage

18-month-old
specimen from
emergence time
Monochamus

alternatus were
separately placed
inside each cage

15-month-old
specimen from
emergence time
Monochamus

alternatus were
separately placed
inside each cage

12-month-old
specimen from
emergence time
Monochamus

alternatus were
separately placed
inside each cage

6-month-old 
specimen from
emergence time
Monochamus

alternatus were
separately placed
inside each 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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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목에 대하여 목설(木屑, wood crumbs), 유충침입공,

유충서식여부를 조사하였다(솔수염하늘소 성충은 경북산

림환경연구원 제공). 여기서 목설은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목재를 침입할 때 발생하는 나무부스러기이다.

결과 및 고찰

Figure 2는 숲가꾸기 한 후 솔수염하늘소 방사시기까지

24개월, 18개월, 12개월, 6개월 경과된 산물을 한 케이지

에 함께 넣은 경우(처리 1)에 숲가꾸기의 시기별 산물이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6개월 된 산물에서만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출현하였으

며 그 외의 산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12개월

이 경과된 산물은 5개의 시료목 중 2개의 시료목에서 3개

의 목설과 2개의 유충 침입공이 발견되었으나 유충은 출

현하지 않았다. 그 외 18개월, 24개월이 경과된 산물에서

는 목설은 출현하였으나 유충 침입공은 출현하지 않았다.

Table 2는 처리 1에 대하여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 간에

있어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 수, 유충 침입공 총수, 출현한

유충의 총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로써 목설이 출

현한 시료목수는 6개월 된 산물과 24개월, 18개월 된 산

물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월

Figure 1. Indicate experiment process. (A) is field net cage (1 m × 1 m × 1 m), (B) is feeding marks, (C) is emerged wood crumbs,
(D) is emerged larva.

Figure 2. The numbers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s,

the total wood crumbs, specimen emerged larval entrance
holes, the total emerged larva in the specimen tended at

different times (treatment 1).

Table 2. The significance test among specimen tended at different times in case of treatment 1.

Factor
24-month-old 

specimen 
(N=5)

18-month-old 
specimen

(N=5)

12-month-old 
specimen

(N=5)

6-month-old 
specimen

(N=5)
F-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0.20b 0.20b 0.60ab 1.80a 3.373 .045

The total number of larval entrance hole 0.00b 0.00b 0.40b 1.80a 5.840 .007

The total number of larva 0.00b 0.00b 0.00b 1.40a 12.250 .000

Note : a and b indicate Duncan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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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2개월 된 산물 간과 24개월, 18개월, 12개월 된 산물

간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충 침입공 총수와 출

현한 유충의 총수에 있어서는 6개월 된 산물과 24개월, 18

개월, 12개월 된 산물 간에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24개월,

18개월, 12개월 된 산물 간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3은 숲가꾸기 한 후 솔수염하늘소 방사시기까지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 경과된 산물을 한 케이지

에 함께 넣은 경우(처리 2)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이 솔수

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써 숲가

꾸기 후 12개월이 지난 산물에서만 다수의 유충이 출현하

였다. 그리고 24개월, 18개월 된 산물의 경우 처리 1에서

와 같이 목설은 출현하였으나 유충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15개월 된 산물의 경우, 5개의 시료목 중 3개의 시료목에

서 유충 침입공이 발견되었으나 유충은 출현하지 않았다.

Table 3은 처리 2에 대하여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 간에 있

어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수, 유충 침입공과 유충의 총수

간에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로써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수

와 유충의 총수는 12개월 된 산물과 24개월, 18개월, 15개

월 된 산물 간에는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24개월, 18개월,

15개월 된 산물 간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충

침입공 수는 12개월 된 산물과 24개월, 18개월 산물 간에

는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12개월과 15개월 된 산물 간과

24개월, 18개월 산물 간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처리 1과 2의 결과를 종합할 때,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을

한 케이지에 넣은 경우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방사시기로

부터 경과일수가 짧은 숲가꾸기 산물일수록 서식처로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의 선

행연구 결과(小林富士雄, 1982; 井戶規雄, 1972; 五十嵐正

俊, 2007; 竹下 努, 1980; 전권석 등, 2010)와 유사한 경향

으로써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어느 한 시기의 숲가꾸기 산

물만을 선호하는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

기별 숲가꾸기 산물의 조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Figure 4의 a, b는 숲가꾸기 한 후 솔수염하늘소 방사시

기까지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 6개월 경과된 산

물을 각 케이지에 독립적으로 넣어 한 케이지 내에서 건

조와 습윤으로 구분 처리한 경우(처리 3)에 숲가꾸기 시

기별 산물이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로써 건조처리와 습윤처리 간의 유충 출현 여부를

비교한 바, 건조처리의 경우 숲가꾸기 한 후 15, 12, 6월이

경과된 산물에서는 유충이 출현하고 있으나, 습윤처리의

경우 6개월된 산물에서만 출현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ure 3.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s,

the total wood crumbs, specimen emerged larval entrance
holes, the total emerged larva in the specimen tended at

different times.

Table 3. The significance test among specimen tended at different times in case of treatment 2.

Factor
24-month-old 

specimen
(N=5)

18-month-old 
specimen

(N=5)

12-month-old 
specimen

(N=5)

6-month-old 
specimen

(N=5)
F-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0.20b 0.40b 1.00b 3.00a 3.851 0.030

The total number of larval entrance hole 0.00b 0.20b 0.80ab 1.20a 3.792 0.031

The total number of larva 0.00b 0.00b 0.00b 0.80a 4.571 0.017

Note : a and b indicate Duncan grouping

Figure 4.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emerged wood crumb, larval entrance hole and emerged

larval in case of dry(a) and humid(b) treatment after putting

in the specimen inside a cag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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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처리가 건조처리에 비해 숲가꾸기 산물을 보다 빨리

부후시키는 등 성충의 서식에 부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유충 침입공 여부를 비교해 보

면 건조처리와 습윤처리 모두 유사한 패턴으로 18개월 된

산물에까지 유충 침입공이 발견되었다. 습윤처리의 경우,

12개월 된 산물에서 유충 침입공이 출현하지 않은 이유는

방사한 성충의 건강성과 숲가꾸기 산물의 건전성의 차이

로 발생한 실험의 이상치로 사료된다.

Table 4는 건조처리와 습윤처리로 구분하여 숲가꾸기 시

기별 산물 간에 있어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수, 유충 침입

공 총수, 출현한 유충의 총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이다. 건조처리의 경우 유충 침입공 총수, 출현한 유층

의 총수 간에는 유의성이 있었으나, 목설이 출현한 시료

목 수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충 침입공 총수에서는 6개월 된 산물과 24개월, 15개

월, 12개월 된 시기별 산물들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월과 18개월 된 산물 간과 24개

월, 15개월, 12개월 산물 간에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충의 총수는 6개월 된 산물과 24개월, 18개월, 15개월

된 시기별 산물들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월과 15개월 된 산물 간과 24개월, 18개월, 15

개월 된 산물 간에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습윤처리에서는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 수, 유충 침입공

총수, 출현한 유충의 총수, 모두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목설의 출현 시료목 수와 유충의 총수에서는 6개월 된

Table 4. The significance test among specimen tended at different times in case of the dry and humid treatments. 

Treatment Factor
24-month-old 

specimen
(N=5)

18-month-old 
specimen

(N=5)

15-month-old 
specimen

(N=5)

12-month-old 
specimen

(N=5)

6-month-old 
specimen

(N=5)
F-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Dry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0.40a 1.40a 0.80a 0.60a 1.20a 1.870 0.155

The total number of larval
entrance hole

0.60b 1.20ab 0.20b 0.60b 2.20a 2.923 0.047

The total number of larva 0.00b 0.00b 0.20b 0.60ab 1.20a 3.824 0.018

Humid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0.20b 0.80b 0.60b 0.80b 2.00a 5.947 0.003

The total number of larval
entrance hole

0.00b 0.40b 2.20a 0.00b 0.80b 4.952 0.006

The total number of larva 0.00b 0.00b 0.00b 0.00b 0.60a 6.000 0.002

Note : a and b indicate Duncan grouping.

Table 5. The significance tests between the dry and humid treatment in case of 15, 12, and 6-month-old specimen.

Month Factor Treatment N Average t-Value
Significance 
probability

15-month-old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N=10)
Dry 5 0.80

0.632 0.545
Humid 5 0.60

The total number of larval enterance hole (N=10)
Dry 5 0.20

2.265 0.053
Humid 5 2.20

The total number of larva (N=10)
Dry 5 0.20

1.00 0.347
Humid 5 0.00

12-month-old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N=10)
Dry 5 0.60

0.447 0.667
Humid 5 0.80

The total number of larval enterance hole (N=10)
Dry 5 0.60

2.449 0.040
Humid 5 0.00

The total number of larva (N=10)
Dry 5 0.60

2.449 0.040
Humid 5 0.00

6-month-old

The number of specimen emerged wood crumb (N=10)
Dry 5 1.20

1.633 0.141
Humid 5 2.00

The total number of larval enterance hole (N=10)
Dry 5 2.20

2.646 0.029
Humid 5 0.80

The total number of larva (N=10)
Dry 5 1.20

1.095 0.305
Humid 5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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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과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 된 시기별 산물들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월 된 산물들 간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충 침입공 총수에서는 15개월 된 산물과 24개월, 18

개월, 12개월, 6개월 된 시기별 산물들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숲가꾸기 한 후 솔수염하늘소 방사시기까지

15개월, 12개월, 6개월 된 산물을 건조처리와 습윤처리로

구분한 경우에 있어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 수, 유충 침입

공이 출현한 시료목 수, 출현한 유충의 총수에 대한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로서 15개월 된 산물의 경우 건조처리,

습윤처리 간에 있어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 수, 유충 침입

공이 출현한 시료목 수, 유충의 총수에는 유의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12개월 된 산물은 건조처리, 습윤처리 간에

있어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수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충 침입공이 출현한 시료목 수와 출현한 유충

의 총수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나타났다. 6개월 된 산물은

건조처리, 습윤처리 간에 있어 목설이 출현한 시료목 수

와 유충 총수에 있어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

충 침입공이 출현한 시료목 수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나타

났다. 처리 3의 결과를 요약하면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을

각 케이지에 독립적으로 넣은 후 건조처리와 습윤처리로

구분한 경우, 두 처리 모두 처리 1과 처리 2에서와 같이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에서 목설은 발견되었으나 유충은

건조처리에서는 15, 12, 6개월 된 산물까지 출현하였고,

습윤처리는 6개월 된 산물에서만 출현하였다. 24개월 된

산물은 건조처리와 습윤처리에 관계없이 유충 침입공과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든 결과는 숲가꾸기 시기와 건조·습윤의

차이가 숲가꾸기 산물의 부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선호하는 안식향산(benzoic

acid, 安息香酸)의 발산정도에 차이가 나는 등 솔수염하늘

소의 서식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田素男 등, 1975; 竹下 努, 1980; 島根懸農林水産部,

1996; 岸 洋一, 1988).

결 론

각 처리의 결과를 요약하면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숲가

꾸기 한 후 솔수염하늘소 방사시기까지 24개월, 18개월,

12개월, 6개월 경과된 산물)을 한 케이지에 함께 넣은 처

리 1의 경우, 6개월 된 산물에서만 유충이 출현하였고 18

개월, 24개월 된 산물에서는 유충 침입공 마저도 출현하

지 않고 있었다.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24개월, 18개월, 15

개월, 12개월 경과된 산물)을 한 케이지에 함께 넣은 처리

2의 경우, 12개월 된 산물에서만 유충이 출현하였고 24개

월 된 산물에서는 유충 침입공 마저도 출현하지 않았다.

한편, 숲가꾸기 시기별 산물(24개월 18개월, 15개월, 12개

월, 6개월 경과된 산물)을 각 케이지에 독립적으로 넣어

건조·습윤으로 구분한 처리 3의 경우, 건조습윤 처리에

관계없이 숲가꾸기 한 후 성충방사시기까지 24개월 된 산

물에서는 유충 침입공과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출현하

지 않았다. 

이상의 모든 처리결과를 종합하면 숲가꾸기한 후 24개

월이 경과된 산물은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田素男 등(1975)의 10월 초순과

익년 2월 초순에 벌채한 숲가꾸기 산물에서는 솔수염하늘

소의 기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竹下努(1980)

의 곰솔의 소경목은 10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에 벌채한

경우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岸 洋一(1988)의 10월부터 익년 2월

까지의 벌채목에는 솔수염하늘소가 산란하지 않으므로 벌

채시기를 적절히 결정하면 숲가꾸기 산물이 솔수염하늘

소의 산란장소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島根懸

農林水産部(1996)에서의 소나무림 간벌은 그 시기가 문제

로서 옛날부터 벌채와 간벌의 적절한 시기로 되어있는 만

추(晩秋)에서 겨울에 걸쳐 벌채하면 문제가 없다. 임내에

수간과 가지가 일부 방치되더라도 솔수염하늘소는 고사

한지 오래된 나무에는 산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들은 실험설계에 있어 시기별 숲가

꾸기 산물을 함께 배치한 경우의 실험결과이며, 본 실험

은 숲가꾸기 산물을 함께 배치한 경우와 독립적으로 처리

한 경우의 결과를 종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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