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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나무재선충병(Bursaphelenchus xylophilus)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소나무류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킨다. 재선충병에 의한 병해는 그 치료방법이 훈증, 소각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감염목을 조

기 탐지하여 그 피해가 주변 임목 및 임분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

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분광반사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감염목의 분광반사 특성을 구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6월에서 10월까지 GER3700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여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400 nm~2,500 nm 파장대의

분광반사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의 noise를 보정하기 위하여 cubic spline 보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의 감염목들은 재선충 주입 후 2개월 이내에 적색(600 nm~700 nm) 그리고 중적외선(1,400 nm~1,500 nm) 파장대에

서 분광반사값의 변화를 보였으나, 비감염목들의 분광반사값은 어느 파장대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별로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분광반사값 변화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소나무재선충 주입 2달 후 적색 파

장대역과 중적외선 파장대역에서 가장 빠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따라서 적색과 중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분광반사율 변화를 통

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조기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Abstract: Pine wilt disease has known as a serious forest disease in East Asia such as Japan, Korea

and China. Fumigation and burning are considered as best way to treat infected tree at early detection. For

investigate spectral reflectance characteristics of infected trees, periodic measurement has been done in both

infected and non-infected trees. Infected and non-infected trees’ reflectance (400 nm~2,500 nm wavelength) are

detected from June to October with GER3700 spectrometer. Noise of reflectance data was corrected using cubic

spline interpolation method. Reflectance was changed in most of infected trees with ranges Red (600 nm~700

nm) and Middle Infrared (1,400 nm~1,500 nm) within two months after injected by Pine Wood nematode

(PWN), but there was no differences in non-infected trees. Infected and non-infected tree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in each period. As a result, we found th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ccurred at Red

and Middle Infrared (MIR) 2 months after injection (p<0.05),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ear infrared

(p>0.05). Therefore, the early detection of infested pine trees by PWN may possible through detecting the

change of spectral reflectance at red and MIR. 

Key words : spectroradiometer, pine wilt disease, pine wood nematode (PWN) cubic spline interpolation, reflectance

서 론

소나무 시들음병의 원인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ilus)은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지역의 소나무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Mota

et al., 1999; Ichihara et al., 2000). 소나무재선충은 병원

성이 매우 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는

피해증상이 6일 이내에 나타나고 감염된 해에 80%, 이듬

해 나머지 20%가 고사한다(Kim et al., 2001; Shin, 2008).

또한 그 피해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재선충병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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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조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et al., 2003;

Son et al., 2006; Kim et al., 2008; Kim et al., 2011).

재선충병에 의한 병해는 일단 감염이 되면 그 치료방법이

소나무를 벌채하여 훈증, 파쇄 및 소각하는 방법 이외에

는 거의 없기 때문에(Shin, 2008; Kim et al., 2011) 감염

목을 조기 검출하여 그 피해가 주변 임목 및 임분에 확산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Kim and

Kim, 2008). 

1988년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처

음 확인된 이래로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여 국내 소나무

림의 보호를 위해 많은 방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FRI,

2006; Kim et al., 2003; Jeon et al., 2011; Shin, 2011;

Korea Forest Service, 2011). 재선충병 병해는 숙주인 솔수

염하늘소의 출현지역 및 행동반경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

에 소나무 임목 한 그루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임분 내에서 다발적으로 병해가 발현된다. 하지만 산림이

라는 지형적 특성상 관찰자의 접근 쉽지 않기 때문에 현

장 조사에 의한 감염목을 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Kim and Kim, 2008; Kim et al., 2008). 감염목을

벌채할지라도 병해의 다발적 발현과 급진적 진행으로 인

해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매개충의 우화시기에 맞춘 항공방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

체적인 감염목 발생본수와 발생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

지만(Korea Forest Service, 2011), 발생지역은 광범위해지

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

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파악과 피

해확산 양상을 빠른 시기에 예측하여 방제 전략을 수립

하기위해 고해상도 위성영상 및 공간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감염 예상경로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et al., 2003; Son et al., 2006). 그러나 재선충병

은 솔수염하늘소 이외에 소나무 벌채목의 운송 및 일반

인들의 입산 등과 같이 인위적인 요인(Lee et al., 2010)

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감

염경로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 원격탐사기법 중 근적외선 파장대역(0.7

µm~1.2 µm)의 반사율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및 DI(Detection

Index)의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목을 조기에 감지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Kim et al., 2008; Kim et al.,

2011), 감염목의 감염시기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을 포

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

병기작은 침입한 재선충이 소나무의 물관에 기생하면서

수분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내

용이며(Agrios, 2005), 소나무재선충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당년생 가지와 잎의 수분함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광합

성 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Fukuda et al.,

1992; Yoon et al., 2008).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중분광영

상을 이용하여 광합성량을 추정하였으나, 가시광선영역의

Band 개수가 3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합성량과 연

관된 Band(청색, 적색) 내에서의 민감한 흡수·반사 영역

대역을 검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중적외선 파장대역

을 탐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넓은 간격의 파

장대역을 이용한 추정은 광합성과 직접 연결된 파장대역

의 값뿐만 아니라 여러 측정오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추정

의 오차가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광반사율측정기(GER3700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그

룹과 비감염목 그룹의 광합성과 관련이 있는 가시광선 파

장대역 및 임목의 증산작용에 따른 수분함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분광반사값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기별 그룹간의 분광반사 특성

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선충병 감염목의 조기 탐

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선충 접종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소재 수

목원(34°54'32.06"N, 128°38'43.57"S) 으로 선정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접종 대상목 해송 7목(T1~T5, T9, T10)과

대조구로 쓰일 비접종목 해송 3목(T6~T8)을 선목하였다

(Figure 1). 접종목으로 선목된 T1~T5, T9, T10의 수간부

와 가지부에 재선충을 접종하였다. 가지부는 칼로 흠집

을 낸 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재선충

을 주입한 후 은박지로 감싸주었고, 수간부는 드릴을 이

용하여 구멍을 낸 후 재선충을 주입하였다. 재선충 접종

은 1차 접종(6월 15일), 2차 접종(7월 26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었다.

2. 분광반사율 측정

대상목들의 분광반사율 측정을 위하여 분광반사율측정

기(GER3700 spectroradiometer, Spectra Vista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6월~10월 초까지 주 1 회 측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기기의

촬영 방법 및 자료 취득에 있어서 대상지의 기상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상상태가 안 좋은 경우(흐림

또는 비)에는 촬영일자를 변경하여 측정하였다(Field

Spectroscopy Facility, 2005).

본 연구에 사용된 분광반사율측정기의 분광범위는 350

nm~2500 nm로서 VNIR 가시광선 영역뿐만 아니라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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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에서 중적외선 영역까지 넓은 파장대의 촬영이 가능

하며, 밴드 수는 704 밴드로 다양한 분광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분광반사율측정기를 이용하여 분광반사율 측정

시 측정방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로 데

이터 보정을 위하여 백색판 99%를 reference 값으로 측정

한 후, 2단계에서는 대상목을 target 시켜서 대상목에 대한

분광반사값을 취득하였다. 

3. 자료 보간

분광반사율측정기를 이용하여 자연광상태 즉, 외부에서

촬영할 경우 주변 기상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

히 중적외선 파장대의 경우 대기 중의 수분 상태와 관계

가 크기 때문에 습하거나 구름이 많을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촬영을 하면 noise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Field

Spectroscopy Facility,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

한 noise를 임의적으로 제거한 후(주변 값과 비교하여 갑

자기 발생되는 큰 값과 작은 값 제거) cubic spline

interpo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된 부분의 자료를 보

간 하였다. 

Cubic spline 보간법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line

보간법 중의 하나로서, 두 개의 이웃하는 데이터 사이에

3차 다항식이 사용된다(식 1). 이 다항식은 네 개의 미지

수(a, b, c, d)가 있으므로 네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즉

네 개의 미지수 가운데 두 개는 이 다항식이 두 점을 반드

시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구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1차 미분과 2차 미분값이 주어진 두 점에서 연속해

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구할 수 있다(de Boor, 1978).

(1)

Si는 삼차 다항식으로 식 2와 같이 정의 된다.

(2)

4. 분광반사율 변화 검증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분광반사율의 변화 시

기를 탐지하기 위하여 보정된 감염목 그룹과 비감염목 그

룹의 시기별 분광반사율 그래프를 비교하였다. 실험 대상

목인 해송의 시기별 표준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파장대역별로 시기에 따른 감염목 그룹과 비

감염목 그룹간의 반사율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

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p)은 0.05(t<2)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분광학적 특성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그룹과 비감염목 그룹의 시기

별 분광반사율은 Figure 2와 같이 관측되었다. 분광반사율

측정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15 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소나무재선충 접종목 중 T9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

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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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jected trees (T1~T5, T9, T10) and non-injected trees (T6~T8) by pine wood nemat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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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염목의 분광반사율 그래프이며, Figure 2(b)는 비감

염목의 분광반사율 그래프이다. Figure 2를 살펴보면, 감

염목과 비감염목의 분광반사율 그래프 모두 중적외선 파

장대역에서의 분광반사율 값이 많은 noise를 포함하고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분광반사율 측정 기간이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중 우기를

포함하고 있어 대기 중 수분 함량에 민감한 중적외선 파

장대역에서 noise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가시광선 파장대역에서부터 중적

외선 파장대역까지의 시계열적 분광반사율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된 자료의 noise를 제거하고 cubic

spline 보간법을 이용하여 보간된 자료를 이용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관측되었다. Figure 3(a)는 보간된 감염목

그룹의 대표 분광반사율 그래프이고, Figure 3(b)는 보간

된 비감염목 그룹의 대표 분광반사율 그래프이다. Noise

를 포함하고 있던 파장대역의 분광반사율이 보정되어 주

변 값과 비교하여 갑자기 튀는 값이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식생의 분광반사율은 400 nm~680 nm 파장

대역에서 엽록소에 의한 흡수영역이 관찰되고, 970 nm,

1,190 nm, 그리고 1,450 nm에서 나뭇잎에 있는 수분에 의

해 흡수되는 영역이 관찰된다(Jensen, 2000). 소나무재선

충병 비감염목의 시기별 분광반사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측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식생의 파장대역별 분광학적 특

성과 같게 나타났으며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3(b)]. 감염목의 분광반사율 그래프의 경우 재선충

주입 초기에는 일반적인 식생의 분광학적 특성과 동일하

Figure 2. Spectral reflectance graph of infected (a) and non-infected (b) trees.

Figure 3. Characteristic of spectral reflectance of infected (a)

and non-infected (b)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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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측되었다. 그러나 재선충 주입 후 67일 이후인 8월

20일경에는 적색(600 nm~700 nm)과 중적외선(1,460 nm

~1,550 nm) 파장대역에서 반사율이 커지는 변화가 관찰

되었다[Figure 3(a)].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

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잎이 변색되고 감염목의 함수율

이 감소되는 생리적 변화(Yoon et al., 2008)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날짜에 따른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분광반사율 변화 경

향을 살펴보고자 가시광선영역(청색, 녹색, 적색), 근적외

선 그리고 중적외선에 속하는 파장대를 하나씩 선정하여

분광반사율의 평균값을 살펴보았다(Table 1). 그 결과, 450

nm(청색)에서는 8월 29일에 비감염목보다 감염목의 분광

반사율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30 nm(녹

색)은 8월 29일에 비감염목보다 감염목의 분광반사율이

더 크게 관측되었으나 그 차이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65 nm(적색)와 1,490 nm(중적외선)의 경우 다른 파장대

보다 빠른 시기인 8월 20일에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분광

반사율이 크게 차이나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750

nm(근적외선)의 경우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분광반사율 차

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는 감염목(T10)과 비감염목(T8)의 시기별 관측

사진으로, 감염목의 경우 재선충 접종일로부터 67일이후

인 8월 20일경부터 잎이 붉은색으로 변색되기 시작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비감염목의 경우 조사기간

중 특별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감염목과 비감

염목의 분광반사율이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와 육안으로

분석하여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분광반사율 변화 검증

분광학적 특성 분석에서 관측된 감염목 그룹과 비 감염

목 그룹간 분광반사율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

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파장대역별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일반적으로 t-value가 2이상일 때(p<0.05) 통계적으로 다

른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410 nm~600 nm(청색에

서 녹색) 파장대역은 8월 29일 이후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Figure 5(a), (b)].

610 nm~700 nm(적색)파장대역과 1,460 nm~1,550 nm(중

적외선)파장대역은 청색과 녹색 파장대역보다 이른 시기

 Table 1. Spectral reflectance value by date for infected and non-infected trees.

Wave Length (nm) 14Jun 23-Jun 28-Jun 8-Jul 20-Jul 24-Jul 26-Jul 31-Jul 3-Aug 6-Aug 20-Aug 29-Aug 6-Sep 21-Sep 8-Oct

450
(Blue)

Non-Infected 2.25 2.34 2.35 3.03 1.63 1.83 3.01 1.84 1.87 1.78 1.92 1.99 2.14 1.97 1.74

Infected 2.60 2.29 1.72 2.33 2.21 2.08 2.02 1.84 2.35 2.39 2.91 3.17 3.79 3.03 3.49

530
(Green)

Non-Infected 5.37 5.73 5.44 6.64 4.94 4.01 8.56 5.91 4.77 5.00 5.83 5.77 6.19 6.04 5.13

Infected 6.16 5.59 4.24 5.39 5.55 4.82 5.02 5.40 5.87 6.06 6.43 7.38 7.57 5.96 5.83

665
(Red)

Non-Infected 3.42 3.75 3.40 4.49 2.30 2.61 4.38 2.52 2.66 2.73 2.94 2.60 2.80 2.71 2.32

Infected 4.01 3.43 2.52 2.99 2.84 2.75 2.68 2.36 3.00 4.05 5.51 6.18 9.37 9.44 13.59

750
(NIR)

Non-Infected 30.46 29.42 27.14 33.52 30.94 21.54 46.75 36.18 27.11 27.31 37.51 35.16 37.09 40.26 34.34

Infected 34.09 30.61 25.47 31.60 34.01 28.65 31.42 35.19 32.51 32.70 32.75 32.51 31.59 26.63 24.88

1,490
(MidIR)

Non-Infected 6.52 6.88 6.56 9.64 4.95 6.06 8.59 5.48 6.06 5.23 6.63 6.69 6.96 5.89 5.67

Infected 6.97 6.97 5.17 5.91 5.74 5.94 5.99 5.28 6.13 7.11 8.44 9.76 13.37 13.68 17.02

Figure 4. Change in color of leaves on infected (a) and non-

infected (b)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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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8월 20일 이후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5)[Figure 5(c), (e)]. 반면 800 nm~920

nm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는 감염목과 비감염목간에

유의한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p>0.05)[Figure 5(d)]. 이는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파장대

역별 분광학적 변화 특성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임

을 확인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의 물관에 기

생하면서 수분과 이동을 방해하고 소나무재선충의 밀도

가 증가할수록 당년생 가지와 잎의 수분함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광합성량이 감소하면서 고사하는 병이다.

적색 파장대역은 식생의 광합성과, 중적외선 파장대역은

식생의 수분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장대역이기 때

문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생리적 변화를 다른 파장

대역보다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분

광반사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감염목의 분광반사 특

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감염목들은

재선충 주입 후 2개월 이내에 적색(600 nm~700 nm) 그리

고 중적외선(1,400 nm~1,500 nm) 파장대역에서 분광반사

값의 변화를 보였으나, 비감염목들의 분광반사값은 어느

파장대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별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비감염목간 분광사율 변화 차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05),

가시광선과 중적외선 파장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 중 적색 파장대역과 중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분광반사율의 차이가 다른 파장대역(청색,

녹색)보다 빠르게 관측(8월 20일 이후)되었다. 즉,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적색과 중적외선 파장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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