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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수목관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상처도포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티오파네

이트메틸 도포제(상표명: 톱신페스트)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에서, 라놀린은 느티나무와 왕벚나무에서, 테부

코나졸 도포제(상표명: 실바코)는 왕벚나무에서 각각 무처리구 대비 유의하게 높은 상처유합률을 나타냈다. 페트롤리

움젤리(상표명: 바셀린)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소나무를 제외한 전 수종에서, 인체 무독성 접착제(상표

명: 오공본드)는 느티나무에서 각각 무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낮은 상처유합률을 보였다. 특히 바셀린을 처리한 느티

나무와 왕벚나무 상처부위에서는 형성층이 괴사되어 상처가 확대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소나무는 수지 유출로 인

해 상처도포제 처리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dressing materials applied to tree

wounds in Korea. Significantly higher wound closure rates than those of controls were found when thiophanate-

methyl paste (Topsin Paste®) was applied to Ginkgo biloba, Zelkova serrata, and Prunus yedoensis; lanolin to

Z. serrata and P. yedoensis; and tebuconazole paste (Silvacur®) to P. yedoensis. However, significantly lower

wound closure rates than those of controls were found when petroleum jelly (Vaseline®) was applied to G.

biloba, Z. serrata, and P. yedoensis. It was noted that the wounds of Z. serrata and P. yedoensis treated with

petroleum jelly expanded due to the death of cambium located at the edge of the wounds. Wound closure rates

applied with adhesive - non-toxic to human body (Okong bond®) were also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controls in Z. serrata. Pinus densiflora showed no reaction to any experimental wound dressing because of resin

secreted from the exposed cambium.

Key words: wound dressing, thiophanate-methyl paste, lanolin, tebuconazole paste, Vaseline, non-toxic adhesive, wound

closure rate

서 론

수목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

주변의 생활림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의 경우, 주로 인

간의 수목관리 활동에 의해 크고 작은 상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상처는 병해충이나 부후균의 침입

통로가 되어 수목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들 상처를 보호하고 유합을 촉진

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물질을 상처에 도포해왔고 보다 유

효한 상처도포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대 그리

스에서는 상처부위에 소똥이나 석회, 재 등을 바르기도 했

고, 20세기 초반에는 coal tar와 white lead paint와 creosote

사용이 권장되기도 했다(Hudler and Jensen-Tracy, 2002).

이후 살균제를 혼합하여 상처도포제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Collins(1934)는 목재 페인트

에 황산구리(copper sulfate)나 머큐롬(bichloride of mercury)

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했고, Padfield(1955)는 페트롤리

움젤리(petroleum jelly, 상표명: 바셀린)에 보르도액, 머큐

롬, 펜타클로르페놀(pentachlorophenol) 등을 혼합하여 사

용하였으며, Brooks and Moore(1926)와 Brook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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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chley(1931)는 white lead paint와 grafting wax를 이

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일부 병의 예방에는 다

소 성공적이었으나 상처 유합을 촉진시키는 데는 실패하

였다. 

이처럼 상처도포제의 효과에 의문이 높아지는 가운데,

1970년대 이후 상처발생으로 인한 목부(xylem)의 구획화

를 연구하던 Shigo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상처도포제 처리

효과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 도포제가 수목의 정상적

인 방어 반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에

이르렀다(Pottle and Shigo, 1974; Shigo, 1975; 1977; Shigo

and Wilson, 1977; Shigo and Shortle,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는 라놀린(lanolin)과 락발삼(Lac

Balsam®) 등이 상처 유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기도 했다(McQuilkin, 1950; Mercer, 1983).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일부 상처도포제의 효과

확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higo가 권고한 바와 같이 상

처도포제가 상처를 보호하고 유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의 적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Hartman et al., 2000; Harris et al., 2004; Gilman and

Sharon, 2008; TCIA, 2008; Gilman, 2013).

그러나 새로운 상처도포제 개발을 위한 노력은 유상조

직(callus) 형성을 촉진하는 식물생장조절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등이 일정 농도에서 상처 유합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었

으나(Leal and Krezdorn, 1977; Callagher and Sydnor,

1983; Ha et al., 2004; Min, 2011), 아직 이들을 이용한

제품이 출시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는 물론 선진국의 일부 수목관

리 작업현장에서 여전히 유효성이 검정되지 않은 다양한

상처도포제가 사용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수목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수목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처도포

제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통해 이들의 올바른 사용을 유

도함으로서 그릇된 상처도포제 사용으로 인한 생활림 수

목의 피해 확산을 예방하여 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검정 대상 상처도포제

현재 수목관리 작업 현장에서 수목의 상처에 적용해 온

상처도포제들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종에 대해 이들의 상

처 보호 유효성을 검정 하였는데, 이들은 티오파네이트메

틸도포제(thiophanate-methyl paste; 상표명: 톱신페스트/

Topsin Paste)와 테부코나졸도포제(tebuconazole paste; 상

표명: 실바코/Silvacur) 등 약제 2종, 페트롤리움젤리

(petroleum jelly; 상표명: 바셀린/Vaseline)와 라놀린(lanolin)

등 지질류 2종과 인체 무독성 접착제(상표명: 오공본드

205) 등이다.

2. 실험 대상 수종 및 규격

실험은 우리 주변 생활림에 식재되는 교목 중에서 대표

적인 4개 수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들은 소나무

(Pinus densiflora S. et Z.), 은행나무(Ginkgo biloba L.)

등 나자식물 2종과 느티나무(Zelkova serrata Makino), 왕

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 등 피자식물 2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처리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칠보산학술

림에서 자라고 있는 흉고직경 10~26 cm, 수고 9~15 m의

건강한 수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Table 1). 

3. 상처 배치 및 반복

실험처리용 상처는 천공기에 직경 5 cm의 원형톱을 장

착하여 수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발하였으며, 가슴높

이에서 수간의 둘레를 따라 수평거리 5 cm, 상하거리

10 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위로 지그재그 형태로 배

치하였다. 

소나무와 은행나무는 6개 처리를 한 개체에 배치하였으

며, 한 개체에 6개 처리가 불가능한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는 개체별 활력차이에 따른 오차를 배제하기 위해 수목

활력측정기(Shigometer; OZ-93; Osmose Utilities Ser-

vices, Inc.; Tyrone, GA, U.S.A.)를 이용하여 가장 비슷한

활력을 가진 2 개체에 분산 배치하였다.

실험 처리는 상처도포제 5종과 무처리 등 6처리 이며,

각 처리는 10개 개체에 대해 실시하였다.

4. 실험 기간 및 결과 분석

소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에 대한 실험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실시했는데, 최초 처리는 수목의 생육 초기인 4

월 초에 시행하였다. 상처도포제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

한 지표로 상처유합률을 사용했는데, 이는 최초의 상처 면

적 대비 유합된 면적의 비율로서, 이를 위해 2년 동안 4월

부터 10월까지 매월 미유합 상처부위의 폭과 높이를 측정

Table 1. Specifications of trees for experimental treatments.

　
Number of 

Trees

Average Diameter 
at Breast Height 

(cm)

Average 
Height 

(m)

Pinus densiflora 10 23.2 ± 3.2 13 ± 0.6

Ginkgo biloba 10 22.5 ± 2.8 14 ± 0.5

Zelkova serrata 20 12.5 ± 2.6 13 ± 1.0

Prunus yedoensis 20 12.6 ± 2.4 10.5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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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느티나무는 상처 발생 2년 후에는 대부분의 처리에서

직경 5 cm 정도의 상처 대부분이 유합될 정도로 유합 속

도가 빨라 처리 1년 후의 유합율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비

교하였다.

상처 유합률(%) = 

최초 및 미유합 상처 면적 = abπ

a: 최초 및 미유합 상처의 수평 반지름

b: 최초 및 미유합 상처의 수직 반지름

처리 간 통계적 유의성은 측정치 중에서 최댓값과 최솟

값을 제외한 후 Microsoft Excel 2010의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판단

하였다.

결 과

소나무는 상처 발생 2년 후의 유합율이 40% 미만으로

유합속도가 느린 편이며, 처리 상처도포제별 유합율에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상처도포제

간에는 톱신페스트, 라놀린, 바셀린처리구가 실바코 처리

구보다 유의하게 유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나무는 상처 발생 2년 후의 유합율이 80% 정도로

유합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었다. 상처도포제별 유합율은

무처리구 대비 톱신페스트 처리구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바셀린 처리구는 유의하게 낮았고(Figure 2), 실바코, 라놀

린, 오공본드 처리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느티나무의 경우, 라놀린 처리구의 유합율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톱신페스트 처리구 또한 대

조구보다 상당히 높았다. 실바코 처리구는 효과가 없었고,

오공본드와 바셀린은 처리로 인해 유합율이 낮아지는 부

작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바셀린을 처리한 경우, 초기에는

바셀린 유분의 확산으로 형성층이 죽어 들어가면서 상처

가 더욱 확대되는 피해가 나타났으며, 당초의 상처 크기

로 회복하는데 1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Figure 2).

왕벚나무도 톱신페스트 처리구의 상처 유합률이 다른

도포제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실바코와 라

놀린처리구도 톱신페스트 처리구보다는 낮지만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오공본드처리구는 대조구와 차이

가 없었으며, 바셀린처리구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상처 주위 형성층이 죽어 들어가는 피해

때문에 대조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역효과를 보였다.

소나무를 제외한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3개

수종의 결과를 종합하면, 톱신페스트처리구가 대조구 대

비 대부분 유의하게 높은 유합율을 보였으며, 라놀린처리

구는 느티나무와 왕벚나무에서, 실바코처리구는 왕벚나무

                                                        

 
------------------------------------------------------------------------------------ 100×

최초 상처 면적−미유합상처면적

최초 상처 면적

Figure 1. Comparison of wound closure rates for two years (one year for Z. serrata) among trees treated with wound dressings

for four species.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re noted above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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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조구 대비 유의하게 높은 유합율을 나타냈다. 

반면 오공본드처리구는 대조구와 동일하거나 유의하게

낮은 유합율을 보여 처리의 실익이 없었으며, 바셀린처리

구는 3개 수종 모두에서 대조구 대비 유의하게 낮은 유합

율을 보여 바셀린처리가 수목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고 찰

수목 상처의 유합속도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종별 차이는 백참나

무(white oak)의 유합속도가 가장 빠르고, 적단풍(red

maple)이 다소 느렸으며, 버지니아소나무가 가장 늦은 것

으로 나타난 McQuilkin(1950)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

한 수종별 유합속도 차이는 생장속도 등 수종별 생장 유

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 대상 상처도포제 중에서 톱신페스트와 라놀린의

상처유합 촉진 효과가 소나무를 제외한 3개 수종에서 확

인되고 있는데, 톱신페스트의 효과는 너도밤나무(Mercer,

1883)와 단풍나무(Lee and Lee, 2010)에 대한 실험에서,

라놀린의 효과도 너도밤나무(McQuilkin, 1950)에 대한 실

험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수목 상처에 톱신페스트 도포를 권장하고 있다(La, 2012).

소나무에 대한 상처도포제 효과는 버지니아소나무에서

도 나타나지 않았는데(McQuilkin, 1950), 이는 상처 발생

직후에 분비되는 소나무의 수지가 스스로 상처를 감싸기

Figure 2. Photographs of wounds treated with Vaseline. All wounds except that of Pinus densiflora widened before commencing
closure due to the dying back of cambium on the rim of wound because of toxic reaction caused by ingredients in petrol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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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인위적으로 적용한 상처도포제가 작용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바코의 경우, 왕벚나무 상처에서 톱신페스트보다 느

리지만 대조구보다는 유의하게 빠른 유합을 보였는데, 이

에 대한 연구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사한 살

균제인 Fentin hydroxide와 10% Orthophenylphenol이 너

도밤나무 상처를 유합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나(Mercer, 1983), 실바코의 효과는 일부 수종에 제한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현장에서 톱신페스트와

함께 실바코 처리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La, 2012)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셀린 처리구는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수종에서 역효

과를 보였는데, 서양에서는 왁스를 비롯한 석유 유분을 사

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Shigo and Shortle, 1983),

바셀린에 대한 연구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내의 느티

나무 상처에 대한 연구(Ha et al., 2004)에서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바셀린 처리구에서 형성층이 고사하면서 상

처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수목관리 작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

는 무공해 접착제인 오공본드도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바셀린과 함께 더 이상 수목에 대한 상

처도포제로 사용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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