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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관심사다. 기후변화는 본래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발생하나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상황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의 대응을 펼쳤으며,

이외에도 국가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림 분야에서도 기후변화는 큰 관심사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이 인

간에게 주는 혜택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로 산림병해충이 지목된다. 이에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의 발병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

해충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피해의 영향을 계측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병해충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

을 고려한 피해함수를 수립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피해율을 예

측하였다. 예측된 피해율을 이용해 병해충으로 인한 미래 산림 경영소득 

변화, 벌기령 변화, 방제의 효과 등 병해충이 산주의 소득과 산림관리 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험을 수행하여 

효과적 산림 병해충 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

구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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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가뭄,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산림환경과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더 섬

세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의 방제 현황을 재점검하고, 기

후변화 추세를 고려한 새로운 방제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산림병해충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을 고루 반영한 피해율(피

해함수)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율 계측이 선행되어야 경제적 영

향 등 피해로 인한 실질적 손실을 계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에서 활용 중인 병해충 예측모형은 주로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피해율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산림 병해충의 피해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

로 다가올 산림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산림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재해 예방과 미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발생하는 주요 산림 병해충과 주요 피해 수종

(樹種)이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소나

무 재선충과 향후 활엽수림 증가추세를 반영한 참나무시들음병을 대상

병해충으로 선정하였다. 해충별 발생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 Cobourn et

al.(2011), 김용준 외(2015) 등의 연구에서 이용된 구조적 피해함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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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고, 비율 종속변수인 피해율(D)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선형 

패널 프로빗 모델과 GEE를 이용한 추정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관찰되

지 않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반영하기 위해 Mundlak(1978)과 

Chamberlain(1980)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패널당 평균치를 모형 내에 

추가하였다.

◯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미래 피해율을 예측하기 위해 추정된 피해함

수와 RCP8.5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8년부터 2100년까지 향후 80년

간 미래 소나무재선충 및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을 예측 하였으며, 시

군구별 미래 피해율을 GIS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 산림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목재와 비목재의 경제성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지불금 개념을 도입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병해충 비발생(베이

스라인), 병해충 발생(비방제), 병해충 발생(방제 및 예방) 등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 당 목재 및 비목재 수익을 포함하는 

벌기령과 산림경영수익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원목

시장가격, 환경지불금, 기후변화, 감염목 이용률 변화 등에 따른 산림경

영 수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피해함수 추정과 미래 피해율 예측 결과 향후 기후변화로 국내 산림병

해충 피해율 증가와 피해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 증가가 산림경영 

수익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병

해충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 손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사

후대응에 집중되었던 방제 정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적절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사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방제성과 확보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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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응 강화>

◯ 사전 대응 강화조치로 중점 관리대상 파악, 수목의 건전성 제고, 수종 

개발 및 교체를 통한 병해충 저항성 증진, 환경지불금 지급을 통한 외부

성 제거 등이 제시되었다. 현재까지는 낮은 산림경영수익으로 산주들이 

병해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인센티브가 부족함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

여 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로 병해충이 증

가하게 된다면 현 국가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예산과 인력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수익 증진방안을 통해 개별 산주들의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조치 보완>

◯ 사후조치 보완을 위해 방제와 더불어 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 즉시 처리,

소나무재선충 인위적인 확산 방지 강화, 산림경영 수익 증진을 위한 감

염목 활용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병해충 피해함수를 구축하고, 동태

적 분석을 통해 관리요소를 고려한 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것

은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위적 활동을 평

가하기 위해 이용된 인구변수는 세부 활동내역과 피해율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인위적 활동의 세부 

내역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를 발굴하고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방제 세부내역과 방제 효율성 및 산림경영 수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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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Forest Insect
Disturbance in South Korea: Challenges and Prospects

Research Backgrou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drought and abnormal temper-

atures, are progressively becoming more of a reality. The change that cli-

mate change brought on the forest environments and emersion of pests call 

for a more delicate management meas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current control method and establish a direction of a new 

preventive strategy considering the trend of climate change. For this effort, 

bas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objectively assess the damage and 

the potential economic threat of forest pests. In particular, it is very im-

portant to establish the damage rate (damage function) that reflects direct 

and indirect factors of forest pests. 

The damage rate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measure the actual loss 

caused by the damage such as its effect on economics. The pest prediction 

model currently in use in Korea predicts the occurrence risk; however, it 

is limited as to measuring a definite damage rate and the economic ripple 

effect that it causes. Analyzing the damage and the economic impact of for-

est pests is crucial as it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solve 

upcoming ecosystem disturbances and maintain healthy and productive 

forests. It can also serve as an objective foundation for policy-making to 

prevent other pest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o help adapt to 

future climates.

Research Method

  The target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most common forest pests and 

the main damaged tree species in Korea. With the advice of experts in the 

field, the pine wilt disease and the oak wilt disease have been selected as 

the target pests - reflecting the increasing trend of deciduous forests. To 

measure the damages inflicted by pests, the structural damag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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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in studies such as Cobourn et al. (2011) and Kim Yongjun et al. 

(2015) was implemented, and also the nonlinear panel probit model and the 

GEE estimation method were introduced. In addition, the mean per panel 

value was added to the model according to the method proposed by 

Mundlak (1978) and Chamberlain (1980) to reflect the fixed effect that has 

not been observed. The estimated damage function and RCP8.5 data were 

used to predict the future damage rate of pest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damage rate of future pine tree wilt and oak wilt was predicted for 

the next 80 years from 2018 to 2100, and GIS was used to show the future 

damage rate by city/county areas.  

  In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 by the forest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payout was introduced to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s 

of wood and non-wood materials. For the economic analysis, three scenar-

ios were set up: no pest outbreak (baseline), pest infestation (no pest con-

trol), and pest infesta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the earnings and 

the forest management revenues that included the wood and non-wood ma-

terials for each scenario were compa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

sis, simulation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forest manage-

ment revenues such as changes in wood market prices, environmental pay-

outs, climate change, and usage of infected tre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fter the estimation of the damage function and prediction of the future 

damage rate, it was confirmed that the future damage owing to forest pest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areas would increase due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showed that the increase of 

pest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would worsen forest management 

revenues and increase uncertainty. As pest damage brought on by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increase uncertainties and economic losses, there is 

a marked need to review the policies that have been focusing only on 

post-response tasks. In addition to proper post-incident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tably control pests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pre-incident 

management.

  As a precautionary strengthening measure, identification of key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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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subjects, improvement of tree health, improvement of pest resistanc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replacement of species, and elimination of 

externalities through environmental payment were suggested. Until now, 

low forest management revenues have led to a lack of incentives for forest 

owners to focus on pest control, thus depending on the country to carry 

out pest control. However, if the pest increases due to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the current government-based management system may face a 

shortage of budget and workfor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individual forest owners to actively manage pests through better profit 

caused by healthy forests. In order to supplement the post-treatment meas-

ures, it is possible to immediately treat dead trees due to oak wilt disease;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artificial spreading of pine wilt disease; and 

expand the use of infected trees to enhance forest management profi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establishes pest damage func-
tions that consider various factors and evaluates the economic impact of 
pest insect considering management factors using dynamic analysis. 
Previous studies mostly used the static method such as partial equilibrium 
when they evaluate economic effects of the forest pests, and did not con-
sider various management factors such as pest control which can possibly 
affect the real damage. However, in this study, the demographic variables 
used to assess anthropogenic activit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do not 
reveal a specific correlation between detailed history of activities and the 
damage rat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ubstitutional variables that can 
represent the details of future artificial activities and reflect them in the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ails for pest control, the efficiency 
of the pest control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forest management can be 
suggested as a future research topic.

Researchers: An Hyunjin, Lee Sangmin, Choi Junyeong

Research period: 2018. 1 . ~ 2018. 10.

E-mail address: hjan713@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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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가뭄,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병

해충 발생이 기온, 강수량 등 환경 조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음에 따라 

향후 기후 변화와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산림 피해 증가와 경제적 손실

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큰 피해를 입혔던 

솔나방, 솔잎혹파리 등은 80년대 이후 집중 방제로 피해 면적이 크게 감

소하였으며, 이들의 발생 감소가 전체 병해충 발생면적 감소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1-1>.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소나무재선충, 참나

무시들음병 등이 새로운 주요 병해충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소나무 취약성 증가에 따른 재선충 피해 증가, 동남아가 원산인 광릉긴나

무좀으로 인한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등이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

로 국내 산림환경여건이 바뀜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해충

의 피해가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림병해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가시적인 성

과도 달성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병해충 개체 수 및 발생 양상 변화는 

산림 생태계를 교란하고 산림자원의 감소로 인한 임업인의 소득 저하, 목

재시장 수급 불균형 초래 등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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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

림환경과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하면서는 더 섬세한 관리방안이 요구되

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의 방제 현황을 재점검하고,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한 새로운 방제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영

향을 평가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산림병해충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을 고루 반영한 피해율(피해함수)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율 계측이 선행되어야 경제적 영향 등 피해로 인한 실질적 

손실을 계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연대별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양상 변화

단위: ha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내부자료.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병해충 예측모형은 주로 발생 위험도를 추정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부 조건을 고려한 발생 위험도는 우선방

제 지역 등을 선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율과 이에 따른 경

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형은 또한 산림병해충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을 고루 반영하여야 한다.

직접적 요인은 주로 평균기온과 관련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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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속도, 번식 및 사망률의 교란 등을 통해 병해충 개체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반면 간접적 요인은 강수량, 관리 요인 

등 기주 나무의 건전성, 분포 및 생리 변화 등 병해충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 연구에서는 주

로 직접 요인인 온도변화만이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병해충 피해는 해충 

개체 수와 기주 수목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델수립 

시 다양한 직·간접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산림 병해충의 피해와 경제

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산림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

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산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재해 예

방과 미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피해의 영향을 계측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병해충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

접적 요인을 고려한 피해함수를 수립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피

해율을 예측하도록 한다. 또한, 예측된 피해율을 이용해 병해충으로 인한 

미래 산림 경영소득 변화, 벌기령 변화, 방제의 효과 등 병해충이 산주의 

소득과 산림관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모의실

험을 수행하여 효과적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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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기후와 병해충의 상관관계

Sturrock et al.(2011)은 기후 변화와 산림병해충의 관계와 관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다. 병해충, 감염 요인, 기후 변화, 발병 

등 산림병해충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병원(病原)이 기후변화에 영향 

받는 방식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직접 영향 병해충과 간접 영향 병해충으로 

구분하였다. 직·간접 영향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에 따른 산림 쇠퇴에 대해

서도 설명하였고, 산림병해충과 수목 고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종합

하였다. 그런가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 예측,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시키

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산림병해충 예측에서는 기후변화

와 병원균의 영향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강동원 외(2010)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의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을 예측

하였다.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 분포를 설명하고 피해 위험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환경변수는 다양하지만 그 중요도와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

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생태적 지위 요인분석(Ecological Niche Factor

Analysis: ENF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환경변수의 관련성을 추정한 후 확

산예측에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피해발생지는 사면 방향과 평균기온과 관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환(2015)은 기후변화가 산림병해충 개체군 동태와 발생 유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관련 모델을 개발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솔나방의 연간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솔잎혹파리의 누적적산온도와 누적우화율에 대한 

비선형회귀 모형을 구축하였으나 실제 기상현상과의 괴리가 발생하였고,

이는 솔잎혹파리의 온도적응기작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기

온 상승으로 주요 해충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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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과 기온상승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기온이 높을수록 매개충의 증식과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

라 추측하였다. 또한 겨울철 일일 온도가 높을수록 꽃매미알 치사량이 증

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재욱 외(2016)는 CLIMEX 모형을 이용하여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

염하늘소의 현재와 미래 공간분포를 예측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솔

수염하늘소의 생육 온도와 관련된 매개변수 군을 구성하였고, 매개변수 군

을 선정할 때 error matrix 방법을 이용해 실제 분포와의 상관성을 고려하

였다. 기상청의 RCP8.5 시나리오에 따라 분포를 모의한 결과, 2050년대와 

2090년대에 솔수염하늘소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점차 전국으로 확

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2. 병해충 피해함수

Feder(1979)의 연구에서는 해충의 개체 수 기반 접근법(population based

approach)을 이용하여 피해함수를 구축하였다. 병해충 피해(D)가 곤충 개

체 수(N)1와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곤충 개체 수에 의해서만 영향

을 받는 단일 변수 피해함수(   )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은 단일 

해충에 의해 야기된 피해를 의미하며, 온도, 습도, 기주 식물의 건전성 등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수로 가정하였다.

Kroll and Reeves(1978)의 연구에서는 기후변수를 이용하여 동부 텍사스 

산림지역의 Southern Pine Beetle(SPB) 발생 피해를 예측하였다. SPB 개체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양한 기후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2월 평균기온, 여름 총 강우량, 봄 총 강우량 등이 SPB 개체 

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n(2004)의 연구에서는 SPB 피해율과 기후 변수의 상관관계를 패널데

1 대상 지역에서 관찰된 곤충의 개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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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네 가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SPB로 인한 미래 목재수익 변화를 예측하였다. 기후 변수와 더

불어 산림관리 변수(unsalvaged volume of tree)를 추가하여 산림관리와 

SPB 피해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산림관리가 적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Cobour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충 피해 모형에서 이용

되는 해충밀도 변수 외에 기후 변수와 크기, 색상 등 작물의 특성을 고려

한 구조적 피해함수(structural damage function)를 제안하였다. 구조적 피

해 함수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개체 수 기반 접근법을 비교한 결과 구

조적 피해 함수가 더 우수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용준 외(2017)에서는 인삼을 대상으로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

lation)을 고려한 병해충 피해함수를 추정하였다. 포장단위 자료를 사용하

여 공간자기상관의 통계적 유효 범위를 구체화하고, 모형 내 공간자기상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이로 인한 모형의 적합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추

정결과 일부 병해의 경우 공간자기상관 변수가 병해 발생 증가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며 모형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

해함수 추정 시 기상요인 외에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병해충에서는 공간자기상관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2.3. 산림병해충 예측모형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산림병해충 예측 모델을 연구하는 곳은 국립산

림과학원이다. 주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병해충 발생위험도 

예측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우선방제 지역 설정 등 정책의사 결정에 활용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구축한 병해충 예측 모델에는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2 예측모형과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 예측모형이 있다.3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는 북방수염하늘소의 개체 발육속도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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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형식4을 이용하여 우화시기를 예측한 뒤 모형식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대입, 미래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는 솔수염하늘소의 과거 우화상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화시기

를 예측5하는 모형이다.

이 외에 기후변수, 고도, 경사각, 방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이 재선충의 잠재적 서식처가 될 확률을 예측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발

생위험도 평가 모형, 자기조직화 지도를 활용한 기상인자와 돌발해충 목별 

발생 종수 예측 및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목별 발생 종수와 기상인자의 통

계적 유의성 탐색 등을 수행하고 있다.

2.4. 병해충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 계측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산림의 경제적 피해 또는 영향이란 병해충 등이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재정적인 피해 또는 영향

으로 나타낼 수 있다(Stark 1979). 병해충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인 현재 가치(NPV)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러나 목재의 경우 성장 기간이 매우 길어 수익과 비용의 발생시점이 상당

히 떨어져 있으므로 시간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동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익을 모두 고려한 최적 벌기령을 찾는 것이 산

림의 경제적 분석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다. 목재로 대표되는 산

림의 벌기령을 찾는 문제는 Faustmann(1849)이 제시한 식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목재뿐만 아니라 비목재 서비스를 포함한 최적 벌

2 날개 돋이; 번데기가 날개있는 성충으로 탈피하는 시기를 말한다.
3 국립산림과학원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4   exp 

x: 매개충 누적 발육일, : 누적우화비율(0~1)
5 모형식   exp  

x: 매개충 누적 발육일, : 누적우화비율(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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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령의 경우 Hartman(1976)이 제시한 문제로부터 발전하였다. 병해충에 

따른 산림관리 방안인 벌기령을 찾는 문제도 이들 공식을 이용하여 그 해

답을 찾을 수 있다.

Avalapati et al.(2007)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 발생한 코곤그라스(Cogonglass)

가 소나무 벌채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구적인 산림 이용에 따른 

기대가치를 나타내는 Faustmann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네 종류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코곤그라스의 감염 위험은 어린 나무에 나타나기 쉬우므로 감염의 

위험이 없을 때 벌기령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코곤그라스 

위험이 존재할 경우 산주들이 성숙한 나무를 빨리 벌채하고 재조림할 인센티브

가 없으며, 조림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벌기령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Macpherson et al.(2017)은 병해충에 의해 목재 및 비목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림의 벌기령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비목

재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추가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단일 벌기령

을 가정한 Hartman 모델을 기초로 하여 병해충을 포함하는 모델로 일반화

하였다. 일반적으로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벌기령이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목재적 가치에 대한 지불이 적용될 경우, 그리고 병

해충의 확산 정도 등에 따라 벌기령은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림과 병해충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산주

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정책의 목적에 따라 비목

재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Dangerfield et al.(2017)은 산림병해충의 불확실성이 최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존의 Real Option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병해충의 경우 기주(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적인 감염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 

상한선에 접근할수록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Real

Option 접근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BM(Geometric Brownian Motion)

의 경우 병해충의 감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관리방안 적용 시기가 지나치

게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로지스틱 스토캐스틱미분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병해충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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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진 외(2018)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미래 피해 잠재적 경제 

효과를 부분예산법과 부분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CLIMEX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여 RCP8.5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꽃매미의 미래 잠재적 

범위를 나타내는 EI(Ecoclimate Index)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

래 잠정 피해율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꽃매미로 인한 예상 피해액은 품

목별 직접적 수익변화와 사회적 후생손실로 나타냈다. 이를 통해 잠재발생 

시나리오 하에서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 수익손실과 후생손실

의 총합이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에 비해 20%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2.5.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크게 피해함수 계측과 경제적 영향 평가로 나눌 

수 있다. 피해함수 계측 부분의 차별성은 첫째, 기존의 국내 산림분야 병해

충 모형 연구가 주로 자연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잠재적 발생 시기 및 서

식처 예측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후 요소와 병해충 발생 및 기

주수목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구체적 병해충 피해율을 구하고자 한다. 피해

율이 도출되면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의 예상 경영수익 변화 등 경제적 파

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어 방제 정책 수립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둘째, 본 연구의 피해 함수는 병해충 개체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직접요인 변수와 기주수목의 영향을 통해 병해충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간접요인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등 병해충 발생의 복잡한 메커

니즘을 모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병해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후 외 요인인 인위적 요인, 관리요인 등을 변수에 포함하여 인간의 

활동이 산림병해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때 관리요인 강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국내 연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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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족하였다. 일부 경제적 평가를 수행한 연구(안현진 외 2018)가 가정

을 통한 미래 피해율을 이용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는 직접 도출된 피해율을 기반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

의 차별성은 기존연구가 주로 부분균형모형 등 정태적(static) 분석을 활용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dynamic) 모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경제적 수익 변화 계측 시 병해충 피해에 따른 단순 수익감소 

뿐만 아니라 방제 투입과 같은 관리요소의 변화에 따른 수익 변화를 고려

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그런가 하면 기존연구가 산림병해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주로 

목재수익으로 한정하였다면 본 연구는 목재수익과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

려하였다. 그러나 탄소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모형에 직접 반영하면 분석

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단점이 발생하므로, 환경지불금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병해충 관리 강화를 위

한 환경지불금 지급 제안 등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피해함수 계측 경제성 분석 

기존연구

- 주로 자연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잠재적 발

생 시기 및 서식처 예측: 국립산림과학원 등

에서 개발된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 등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함. 

- 안현진 외(2018)의 연구: 가정을 통한 피해율 시나리

오 설정 및 경제성 분석함. 부분균형법 등 정태적 모형 

활용하였고, 관리요인 등 간접요인은 고려되지 않았음. 

- Gan(2004)의 연구: 병해충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목재 피해로 한정

본 연구

- 구체적 병해충 피해율 도출

- 병해충 매개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요인 변

수와 기주수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 

요인 변수 포함 

- 인위적 요인, 관리요인 등 기후 외 요소를 고

려함

- 피해함수로부터 도출된 피해율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 수행 

- 동태적 모형 활용 

병해충 발생 시 방제 등 관리요인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환경지불금의 개념을 도입하여 목재생산 등 경제적 가

치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흡수 등 산림을 통해 제공되

는 환경적 가치 고려 

<표 1-1> 연구의 차별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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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와 방법

3.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발생하는 주요 산림 병해충과 주요 피해 수종(樹

種)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리 대상인 4대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이다. 이에 데이터 가용여부

와 정책적·학술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연구대상 병해충을 소나무재선충, 참

나무시들음병으로 선정하였다. 참나무시들음병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고, 향후 활엽수림 번성 추세로 참나무시들음병이 

증가할 수 있다. 활엽수림의 번성 추세로 인해 활엽수림 병해충 피해 증가가 

예상되어 대상 병해충에 포함하였다. 반면, 솔껍질깍지벌레와 솔잎혹파리는 

그 피해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이며, 시군구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피해함수 계측을 위한 대상기간은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2010

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참나무시들음병은 2011년부터 2017까지 7년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피해율 예측을 위한 기간은 2018년부터 2100년까지 향

후 80년이다.

병해충에 따른 경제적 피해 계측 시 주요 수익원으로 목재와 환경지불금

을 포함하였다. 단기 임산물 등 간접적 피해를 받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

다. 일반적으로 병해충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는 목재 생산성 저하로 인한 

수익감소로 계측된다. 그러나 국내 산림의 가치는 목재 생산 등 직접적 수

익보다는 경관, 정서적 기능 등 비시장적인 부분에서 크게 발생되는 경향

이 있다. 하지만 객관적 계측이 힘든 간접적 가치를 정량분석에 반영하기

는 어려우며, 선행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가치를 측정하여 분

석에 반영하지 않고, 이들 가치에 대한 지불금을 가정하고 이 지불금이 변

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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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방법은 문헌조사, 기초 통계량 조사 및 정량분석이다. 모

형 수립을 위한 변수 설정, 병해충 특성, 정책적 요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관련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모형

수립 후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학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분석에 필

요한 데이터 중 산림 및 병해충 데이터는 주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획득하였으며, 기후데이터는 기상청 공개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이 외에 경북, 전남 지역 피해 현장 방문 및 임업 기술사 면담 등

을 수행하였다.

4.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4.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연도별, 지역별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병해충 발생 패턴 

변화 및 정책적 관심도 변화를 파악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헌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후변화 및 여타 여건과 

산림병해충 확산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 병해충 

발생의 특성 및 확산 원인, 향후 잠재 발생 요소 등을 파악하였고, 현장 조

사를 통해 병해충 방제 방법과 방제 체계의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후요인’, ‘기주의 특성’, ‘인위적 요인’ 등 내생적·외생적 

변수를 고려한 구조적 피해 함수(structural damage function)를 구축하고,

축약형 모형(Reduced Form)을 이용하여 병해충 피해율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피해함수 계측을 위해 Cobourn et al.(2011)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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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2017)의 연구에서 활용된 구조적 피해함수를 산림자원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추정된 계수를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에 

대입하여 향후 80년 동안 예상되는 병해충 피해율을 예측하였다.

제4장에서는 병해충 피해율이 목재와 비목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

가 및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동태모형을 활용하여 병해충 발생이 벌기

령, 산림경영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원목시

장가격, 환경지불금, 기후변화 등이 벌기령과 목적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해충 관리 기본방향과 대응과제를 제안하였다.

4.2. 연구추진체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문헌 

검토

통계

분석

정량

분석

자문

회의

국내

출장

□ 산림병해충 실태

•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 ⇒ ◉ ◉

• 국내 산림병해충 현황 ⇒ ◉ ◉ ◉

□ 병해충 피해율 추정 및 예측 

• 병해충 피해함수 구축 ⇒ ◉ ◉ ◉ ◉

• 미래 병해충 피해율 예측 ⇒ ◉ ◉ ◉

□ 병해충의 경제적 파급효과 

• 목재·비목재의 경제적 영향 ⇒ ◉ ◉ ◉

• 모의실험 ⇒ ◉ ◉ ◉

□ 관리방향과 과제

□ 요약 및 결론 ⇒ 연구결과 종합

⇩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 병해충 파급영향 분석방법의 이론적 체계 구축 

• 효율적 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방제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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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1.1. 소나무재선충 

재선충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곳은 부산 금정산(1988년)이며, 일본

에서 유입된 원숭이 상자에서 탈출한 매개충에 의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 피해지역은 2005년도까지는 경남과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2010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5년 특별법 제정 및 범정부적 노력으로 재선충 발생이 차츰 감소하

였으나, 2011년부터 증가하여 2013년 급증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인다. 2013년 재선충 급증 요인으로는 기후적 요인과 미흡한 방제 대응이 

거론된다. 재선충의 우화·활동 시기인 6~8월 동안 고온·가뭄6 등 기후의 

영향으로 매개충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감염목 판정이 어려워 방

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선정민 2014), 포항, 김제, 거제 등 

20개 지차제에서도 피해목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였

다는 것이다.

2013년 긴급방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우화기 이전인 4월 말까지 피해 

6 경상도와 제주지역의 6~8월 평균기온이 지난 3년 평균보다 0.6~1.6°C 높았으며,

강우일수는 0.7~3.5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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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목을 전량 방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매개충 활동시기에 항

공·지상방제를 확대하였으나, 긴급방제 특별대책 수립 이후 피해 고사목 

본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긴 해도 피해지역은 확산되어 방제여건이 불리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도 계 258,444 486,040 468,372 1,922,269 1,588,546 1,261,717 930,518

서울특별시 0 0 0 0 12 1 0

부산광역시 2,613 3,047 10,220 90,183 50,822 10,791 12,378

대구광역시 2,990 3,796 3,291 5,001 1,217 5,872 4,618

광주광역시 0 0 0 118 0 28 20

울산광역시 27,811 53,605 66,149 147,183 127,462 200,147 153,671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91 23

경기도 851 2,773 6,073 38,958 55,285 48,604 44,594

강원도 0 0 0 233 8,489 861 1,089

충청북도 17 0 0 214 204 56 38

충청남도 0 314 3,207 2,018 4,066 65 39

전라북도 2,720 206 1,195 61,670 17,108 31,211 11,861

전라남도 12,497 2,453 3,534 15,577 6,400 6,316 3,731

경상북도 4,012 38,384 125,561 261,471 327,758 381,511 311,972

경상남도 197,266 370,876 222,038 778,425 445,723 221,346 158,926

제주특별자치도 7,667 10,586 27,104 521,218 544,000 354,817 227,558

지방청 계 6,192 3,884 10,245 261,727 148,121 111,381 61,845

북부지방청 0 0 117 14,872 25,615 23,635 9,551

동부지방청 0 0 0 0 0 8,681 7

남부지방청 5,024 2,326 2,194 144,530 90,399 60,093 47,010

중부지방청 0 0 0 0 0 10,872 13

서부지방청 870 253 7,053 92,669 30,388 5,204 1,723

국립산림과학원 298 1,305 881 9,656 1,719 2,896 3,541

<표 2-1> 소나무재선충 연도별 피해 본수 

단위: 본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국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주체는 산림청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7 국내 산림 방역체계는 아래와 같다.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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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청에서 당해년 산림병해충 발생상황을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내년 

방제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이후 각 시·도, 지방청에 방제계획을 

시달하면 시군구 및 관리소에서 해충별 방제 적기에 따라 방제를 수행한

다. 병해충 방제 인력은 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모집하고 단기적으로 사역

하므로 총 인원은 가변적이다.

<그림 2-1> 국내 산림방역체계

당해년 산림병해충

발생상황조사보고
⇒ 산림청에 보고 ⇒

내년 방제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시·군·구, 지방청 시 · 도 산 림 청

⇒ 방제계획 시달 ⇒
해충별 방제

적기에 방제

시·도, 지방청 시·군·구, 관리소

자료: 산림청(2017a).

재선충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짐에 따라 방제예산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이다. 연도별 피해 고사목과 방제예산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그 증감률이 유

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대비 고사목이 증가할수

록 방제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올해 방제 예산이 지

난해의 피해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소나무재선충 예찰·방제 사업

의 세부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었다.

7 예찰·방제단은 1개단 4명으로 구성하고, 총괄단장으로 산림 공무원, 산림기술사 

등을 임명한다. 각 단원에게는 벌채요원, 예찰조사요원, 방제요원 등 고유 임무가 

부과된다. 또한 통합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방제인력 

모집, 나무주사 등 모든 방제 사업을 의무적으로 일괄 설계하고 통합 발주한다.

통합예산을 편성하지만 방제비 부족 시 산림청에 긴급 방제비를 요구할 수 있다.

통합예산은 병해충 발생에 신속한 대응과 합리적 예산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지역마다 방제시기가 비슷하여 파쇄기 수급 등 일부 기자재 수요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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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소나무재선충 전년대비 피해본수 증가율 및 예산 증가율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1.2.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시들음병이 국내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2004년 경기도 성남 일

대이며, 이후 참나무시들음병(Raffaelea quercus-mongolicae)으로 명명되었

다. 감염요인은 매개충에 의한 병원균 침투이며, 외부 증상으로는 매개충

에 의한 직경 1mm의 구멍 발생, 감염목 나뭇잎의 마름 증상, 매개충 침투

로 인한 목분가루 발생 등이 있다. 목재 내부에는 매개충이 침입한 갱도가 

발견된다(국립산림과학원 2014).

국내 참나무시들음병의 주 매개충은 광릉긴나무좀(Platypus koryoensis)이

다. 매개충이 국내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35년이나, 본격적인 참나무 피해는 

2004년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그린과학기술원 2011). 1930년대에 국내 분포

가 보고되었고 주 분포지가 러시아, 한국 등인 점으로 보아 토착종으로 판단

된다(최원일 2013). 이전까지 국내에서 참나무류가 생물학적 원인으로 고사

된 바가 없었으나 2004년 이후 광릉긴나무좀의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김경희 외 2010).

곰팡이의 일종인 병원균 라펠리아(Raffaelea quercus-mongolicae)가 매개

충에 의해 기주에 침투하여 발병하고, 일반적으로 감염목의 20%가 고사하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  19

는 것으로 나타난다.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 

류에 고루 피해를 입히나(그린과학기술원 2011) 주 피해수종은 신갈나무이

며, 직경 20cm 이상의 중경목과 대경목에서 피해가 크다. 주로 고사목과 

쇠약목을 공격하는 2차 해충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외관상 건전한 나무

를 공격하여 고사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최원일 2013).

2004년 경기도 일대에서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한 참나무류 집단 고사가 

발생한 후 2008년까지 피해가 급증하였다(남영우 외 2016). 2008년을 기점

으로 피해 본수가 감소하고, 2011년 잠시 증가한 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

섰다. 또한 피해목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발생 지역은 확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4년 경기, 강원, 전북 등 18개 시·군에서 피해목 1만여 

본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인 1,000여 본이 고사하였다. 이후 2006년도

에는 67개 시군구에서 19만 4,419본의 피해8가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발생면적 4.087ha, 29만 8,000본의 피해가 나타나는 등 4년 간 피해가 급

증하였다. 2010년 피해 지역은 전라남도를 제외한 68개 시군구와 24개 국

유림관리소였으나, 2013년 94개 시군구, 2016년 103개로 증가하였다. 매개

충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 2-3> 국내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추이

단위: 본

자료: 남영우 외(2016).

8 고사목과 고사하지는 않았으나 매개충 침입 피해를 받은 나무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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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광역권역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발생현황: 2015~2016

단위: 본

주: 서북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북부청, 인청광역시, 국립수목원. 중서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중부청. 남동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남부청. 북동부: 동부청.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는 지역별 격차가 큰 특징이 있다<그림 2-4>. 서

울과 경기도 일대를 포함하는 서북부 지역이 전체 피해목의 91.8%(2016

년)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피해의 중심

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으로 중서부 지역(대전 및 충청도)의 피해가 크고

(3.4%, 2016년), 그 외 지역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리 주체

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관리 지역보다 국유림의 고사율이 낮아 국유림에서

의 방제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남영우 외 2017).

2014년에는 이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목 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사업 세부 항목으로는 피해목 제거, 끈끈이롤

트랩, 선택 베기, 약제 살포 등이 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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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국비 지방비

2014 6,586 3,919 2,667

2015 5,675 3,109 2,566

2016 6,139 3,468 2,671

2017 6,860 3,916 2,944

2018 6,872 3,875 2,997

<표 2-2>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규모

단위: 백만 원

자료: 산림청(2017b).

연도 대상 처리방법 및 기준

소구역 선택베기 피해지 5ha 미만, 참나무류 위주 벌채

벌채훈증 고사목 벌채후 훈증, 그루터기 훈증처리

끈끈이롤트랩 전년도·신규 피해목 중점관리지역과 고사목 중심 20m내 

대량포획장치 전년도 피해목 줄기에 설치

유인목 설치 피해지 20cm 원목 이용, 10래소/ha

지상 약제살포 피해지 줄기에 살충제 살포 

<표 2-3>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방법

자료: 국립산림과학원(2014).

2. 산림병해충 확산요인

본 절에서는 문헌연구,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한반도의 향

후 기후변화9 추이가 연구 대상 병해충의 분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가 산림병해충에 영향을 미친다’는 포괄적 연구

9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일반적으로 지구공전궤도 지각활동 등 자연적 요인

과 온실가스 농도증가에 의한 인위적 요인으로 나뉘며, 기후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팀 2008).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

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이며, 평균기온의 상승, 호우 

및 가뭄의 증가 등으로 한반도 자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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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 요인이 각 병해충의 생태와 발육 단계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피해함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변수

들의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RCP 기후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남한의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1세기 중반기인 2050년에 +1.3°C(RCP2.6)에서 

+2.1°C(RCP8.5), 2100년에 +1.3°C(RCP2.6)에서 +3.9°C 정도 상승할 것으

로 예측된다. 2050년대 무강수 일수는 2000년에 비해 4.3일(RCP2.6)에서 

4.4(RCP8.5)일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시간당 강수량이 

0.5mm(RCP2.6)~1.0mm(RCP8.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채여라 외 2017).

병해충은 매개충, 병원체, 기후 및 기주 식물 상태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

용에 의해 발생한다. 기후변화는 매개충의 밀도, 기주식물의 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충 확산에 직·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Ciesla 2011). 기존 

연구들을 통해 곤충의 행동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비 

생물적 요인은 온도로 인식되어 왔다. 온도변화는 병해충의 각 성장단계별 

사망률에 영향을 미쳐 곤충 밀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ale et al. 2002). 곤충은 복잡한 생활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발육단계에서 각기 다른 계절에 노출되므로 계절별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kingsolver et al. 2011). 항온동물인 포유류보다 외부환경조건에 

민감한 곤충 및 양서류, 즉 변온동물은 온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윤

태중 외 2010).

그러나 병해충과 기후변화 연구에서 습도, 강수량 등의 기후 요소들은 

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고려되지 않았다(Bale et al. 2002;

Weed et al. 2013). 강수량 등은 기주 수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해충 

확산의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온과 가뭄의 동시 발생은 기주 

수목의 병해충 저항성 감소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병해충의 상관관계는 곤충 밀도 변화 등 직접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기 어

려우며 해충과 기주 수목의 상호작용 등 간접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Lawton 1994; Davis et al. 1998).

Neuvonen and Virtanen(2015)은 산림병해충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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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첫째, 대상 해충의 생활사에 대한 생태적 지식 및 기후변수가 각 생활 

단계별 행태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둘째, 산림 분포, 영급구조 등 산림 생

태환경, 셋째, 대상 해충의 밀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외부 요인과

의 상호작용, 넷째, 병해충 발생추이, 계절별 기후변수 등 충분한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 등이다. 본 절에서는 Neuvonen and Virtane(2015)의 내용

을 바탕으로 병해충의 생태 및 확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요인과 기후 외 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2.1. 소나무재선충

2.1.1. 병원균(Bursaphelenchus xylophilus) 및 매개충의 생태10

크기 1mm 내외 실 모양의 선충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

philus)은 기주 나무에 증식하여 수분의 이동통로를 막기 때문에 감염된 기

주는 100% 고사한다. 주 피해수종은 소나무이나 잣나무에도 감염된다. 고

온 건조한 기후조건하에서 감염될 경우 잎의 변색 등 병징이 빠르게 나타

나고, 그 후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한다. 기온이 높은 여름에 

감염되었을 경우 감염목이 고사하기까지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가을에 감염되었을 시 낮은 기온으로 인해 감염속도가 지체되어 감염목이 

겨울이나 이듬해 봄까지 고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염된 소나

무는 1년 이내, 잣나무는 2년 이내 고사한다.

재선충은 일종의 병원체로 매개충이 없으면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므로 

매개충만 제거하면 박멸이 가능하다.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

늘소가 있으며, 18~28°C에서 가장 활동성이 강하다. 매개충의 성충은 1년 

10 매개충의 생태는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기본설계 용역”(임재은 외 2016)을 기

반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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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발생하고 우화 후 20일 이후 산란을 개시한다. 산란기11에 쇠약목과 

고사목 수피에 1일 평균 1~8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 한 마리의 산란수는 

평균 100개 정도이다. 유충은 알에서 약 7일 후에 부화하고 주로 수목의 

형성층(cambium) 부위를 섭식하며 성장한다. 알이 평균기온의 영향을 받

아 유충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20°C에서 10~12일, 25°C에서 5~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유충은 10월까지 목질부에 월동을 위한 번데기 집을 만든다. 목질부 속

에서 휴면상태로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3~6월에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기

간은 20°C에서 20일, 25°C에서 12일 정도이며, 이때 목재 내부에 증식하

던 재선충이 번데기에 침투한다. 성충이 된 후에도 1주일 정도 용실 내에 

머물러 있다가 5~6㎜ 가량의 탈출공을 만들어 목재 외부로 탈출한다.

성충의 우화·탈출은 솔수염하늘소의 경우 5월부터 8월까지, 북방수염하

늘소의 경우 4월 하순에서 5월 하순에 주로 이루어지며, 성충의 최대 발생

기는 6월 하순이다. 성충은 약 1만 5,000마리 정도의 소나무재선충을 체내

에 지니며, 건전한 소나무의 새순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한다.

<그림 2-5> 소나무재선충 감염경로

자료: Daum 블로그(http://m.blog.daum.net/philook/15721003?categoryId=751073: 2017. 3. 10.).

11 솔수염하늘소의 평균 산란기는 6~9월이며,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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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은 북미의 고유종으로 1929년 루이지애나주의 장엽송(long leaf

pine, Pinus palustris) 표본에 격리되어 있었으나, 이것으로부터 50년 후 미

주리주 유럽곰솔의 집단고사가 발생하면서 재선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Dropkin et al. 1981). 일반적으로 북미지역 소나무류는 재선충과 

공진화(co-evolve)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유라시아 대륙

으로 이동·정착한 소나무재선충은 저항성이 없는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Wingfield et al. 1982; Evans et al. 1996).

일본의 재선충 최초 발생지역은 1905년 항구인 규슈 나가사키로 알려졌

다. 미국과 교류가 많았던 이곳에는 수입물품을 담은 나무박스가 들어오고

는 했는데, 그것에 붙어 온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성충이 되면서 재선충이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사목을 바로 땔감으로 활용

하였기 때문에 재선충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그 이후 1930년대 전시상

황에서 고사목 이용이 제한되자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

다.12 종전 후 1950년대 미군이 통치하는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강력한 

행정력하에 고사목 소각, 이동금지 등의 조치 후 재선충 확산이 주춤하였

다.13 1970년대에 재선충과 소나무 고사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서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오키나와의 류큐 소나무가 거의 전멸하였고,

이후 훗카이도와 아키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감염이 확산되었다.14 이후 

1980년대 재선충은 일본을 통해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 확

산되었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유럽 대륙으로 피해가 확

장되었다(Roques et al. 2015).

이처럼 대륙별 피해 양상의 차이점을 근거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확산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알려졌

12 이 당시에는 재선충과 소나무 고사의 상관관계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

았다.
13 이때가 일본에서 유일하게 재선충 방제에 성공한 시기로 알려졌다.
14 교토대학 명예교수 카주요시 후타이 박사 인터뷰에서 내용을 발췌하였다(파이

낸셜뉴스, http://www.co.kr: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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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감염된 기주가 재선충에 취약한 수종인 경우, 둘째, 환경요인이 

병징 확산에 적당한 조건인 경우이다(Roques et al. 2015; Evans et al.

1996). 따라서 재선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중

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종 교체·다양화 등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적송(red pine)등으로 불리는 국내 대표 소나무 수종(pinus densiflora)

은 북미의 소나무와 달리 재선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켄사

스에서는 이스턴 레드 시더(eastern red cedar) 등과 같은 재선충에 저항성을 

가지며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방풍림으로 식재할 것을 권고한다. 병해

충 예방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한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것보다 수종

을 다양화하여 특정 병해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 확산에 적절한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요

구된다. 환경요인은 주로 기후조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후변화로 인해 적

정 환경지역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을 예측하고, 현재 특별히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더라도 향후를 대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1.2. 소나무재선충 확산 요인

소나무재선충의 확산 요인은 크게 선충과 매개충 및 기주 수목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요인은 선충 및 

매개충의 생태와 수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분포 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이며, 인위적 요인은 주로 감염목 이동 등, 사람으로 인한 매

개충 이동반경 범위 이상의 감염 확산을 야기하는 요소이다.

가. 기후요인

기후는 재선충 및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발육 상

황과 활동에 영향을 미쳐 병해충 확산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 기온과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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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은 각 발육 단계별로 알의 부화율, 유충의 생장률, 우화시기 등에 실

질적인 영향을 주며, 곤충밀도 분포변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온도가 재선충의 발육률과 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Mamiya(1975)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온도

조건하에서 재선충의 생활사를 관찰한 결과 1세대의 성장은 30℃에서 3일,

25℃에서는 4~5일, 20℃에서 6일, 15℃에서 12일 만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발육과 생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0℃를 넘으면 생육상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Mamiya 1975), 35℃를 넘을 경우 산란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kemoto 2008). 이론적 수치로 얻어진 발육의 한계온도는 9.5℃이며, 이 

이하로 기온이 내려갈 경우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amiya 1975).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성충은 1년에 1회 발생하며 

발육단계는 계절성을 띄고 있다. 우화시기 등은 매개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며, 봄과 여름에 걸쳐 우화·섭식·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은 가을까지 관찰되기도 한다.

따라서 매개충의 발육상황과 활동은 각 계절별 기후요소에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봄, 여름, 가을의 평균 기온 증가로 매개충 발육속도가 빨

라져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계절별 상대습도 등도 발육속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ng(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온도가 25℃로 동일할 경우, 솔수염 하늘

소의 수명은 상대습도가 높을 시 유의하게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

습도 90%와 40% 비교). 솔수염하늘소의 발육 속도는 15~30℃사이에서 선

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ques et al. 2015). 따라서 봄과 여름

의 평균기온 증가로 인해 성충의 출현시기와 우화시기가 짧아지게 되며,

이것은 매개충 세대기간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15

15 국내 재선충의 매개충은 남부지역은 솔수염하늘소, 북부지역은 북방수염하늘소

이다. 북방수염하늘소에 비해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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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충의 분포는 열 장벽(thermal barrier)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Roques

et al. 2015), 특정 한계온도 이하에서는 발육과 산란 등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발육과 산란이 이루어지는 겨울과 봄·여름의 최

대·최소 기온, 매개충 개체 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는 곤충은 낮은 겨울 기온으로 인해 생존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Roques et al. 2015). Ma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

면 중국에서는 솔수염하늘소의 분포 한계가 소나무 등 기주 식물의 분포 한

계에 비해 더 제한적이다. 중국 내에서 생존 단계별 온도에 상관없이 1월 

평균기온 –10℃의 등온선(isotherm)이 솔수염하늘소의 북방 생존 한계지역

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월 평균기온 –4~–10℃ 사이는 잠재적 생존 가능

지역, 평균기온이 이보다 높을 경우 생존 적합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솔수염하늘소 생존의 북방 한계선이 북위 40° 지역

(일본의 혼슈 섬, 한반도의 평안남도 인근)이라고 밝혀졌다(Kobayashi et

al. 1984). 따라서 지구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할 경우 솔수염하늘소 북

방한계선이 현재보다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름 최저기온 또한 솔수염하늘소 생존을 제한하는 요건인 것으로 나타

났다. Kobayashi et al.(1984)에 따르면 암컷이 산란하는 데 여름 평균기온 

21°C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비록 생존 북방한계선 아래

부분에 위치한 지역이라도 여름기온이 낮은 훗카이도, 티벳 등지는 솔수염

하늘소 생존 부적합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름기온이 매우 높을 경우 솔수염하늘소 개체 수가 오히려 감소

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유충의 발육속도는 30°C 이상의 온도에서 감소하

며 35℃ 이상의 온도에서는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Roques et al 2015). 유충의 생존 상위 임계 온도(Lethal upper threshold)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북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

적 사전 연구가 많이 수행된 솔수염하늘소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매개충 

간 발육영점온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기후에 반응하는 패턴은 공통점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oques et al. 2015).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  29

는 32~35°C 로 나타난다(Naves and Sousa 2009).16

매개충 생육에 필요한 기후요건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중

국의 경우 매개충 분포지역은 여름·겨울의 평균기온에 제약을 받으나(7월 

평균기온 21°C 이상, 1월 평균기온 –10°C 이상), 유럽에서는 여름 평균기

온(7월 평균기온 20°C)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binet et al. 2010).

평균기온 외에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도 매개충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수량·습도와 매개충 확산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Kong(2006)의 연구에 따르면 온도가 25°C로 

동일할 경우 솔수염하늘소의 수명은 상대습도가 높을 때 유의하게 길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습도 90%와 40% 비교).

기후요소는 또한 기주수종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며, 기주수종의 건전성

은 곤충 생존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요소 및 수목

의 건전성에 따라 감염 확산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나무재

선충 감염은 여름 일평균기온 20°C 이상인 날이 수 주간 지속되는 지역에

서 나타나며(Rutherford and Webster 1987), 추운 지역에서는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재선충이 추운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에 감염 증상이 드물게나마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보아 높은 여

름 평균기온으로 인한 수목의 건전성 저하가 재선충 감염 확산의 요인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다(Mamiya 1984). 고온과 가뭄의 동시 발생으로 인

한 수목의 수분증발(tree-evapolation) 확대는 기주의 재선충 저항성 감소의 

16 솔수염하늘소 유충의 발육영점온도(곤충의 발육에 필요한 적정 한계 온도)는 

12.7~13°C로 발육을 위해 12.5°C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며(Okuda 1973), 월동유

충의 50%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솔수염하늘소는 11.9°C 이상, 북방수염하늘

소의 경우 8.6°C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데기의 발육영

점온도는 10.6°C로 나타났으며(Enda 1980), 인위적으로 30°C에서 사육된다면 

휴면에 들어가지 않고 번데기로 진행되는 실험이 실행되었다(Davis et al. 2008).

유충과 번데기의 발육상황을 17°C, 21°C, 25°C, 29°C에서 살펴본 결과 25°C에

서 가장 양호하게 발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Ju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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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온건조한 여름기온으로 인해 재선충 감염이 

확장될 수 있다(Evans et al. 2008).

앞선 내용을 토대로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 및 기주수목에 영향을 미치

는 기후 요소들을 <표 2-4>에 발육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표의 내용을 간

략히 정리하면 각 계절의 평균기온, 습도, 최대·최소 기온 등이 재선충 피

해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육단계 계절 기후요소

소나무재선충 
1세대의 기간은 25°C의 

조건에서 약 5일

여름

가을 

- 평균기온: 1세대의 성장은 30℃에서 3일, 25℃에서는 

4~5일, 20℃에서 6일, 15℃에서 12일 만에 완료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번데기 → 우화 봄

- 평균기온: 평균기온의 상승은 유충의 휴면에 영향을 미치

며, 평균기온이 30°C 이상일 시 휴면없이 바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감 

- 최저기온: 번데기의 발육영점온도 10.6°C 

- 평균풍속: 풍속 증가할 시 매개충의 이동속도 증가

성충 산란

알 → 유충
여름

- 평균기온: 유충의 발육률이 평균기온 15°C~30°C 사이 

선형으로 증가함

- 최저기온: 산란에 필요한 최소 여름 평균기온 21°C 이상

- 최대기온: 유충의 생존상위 임계온도 35°C

유충 가을 

- 평균기온: 유충의 발육 율이 평균기온 15°C~30°C 사이 

선형으로 증가함 

- 최저기온: 발육을 위해 최소 12.5°C 이상이 필요함

유충 겨울 

- 평균기온: 유충 생존을 위해 1월평균 기온은 –10°C 이

상이 되어야 함.

- 최저기온: 월동유충의 50%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11.9°C 이상의 온도 필요.

매개충

(북방수염하늘소)
유충 겨울 - 최저기온: 발육을 위해 최소 8.6°C 이상 필요 

기주수목 
고온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날 

시 재선충 저항성 감소
여름 

- 평균기온: 높은 여름기온 수목의 건전성을 감소시킴

- 강수량: 가뭄이 지속될 수목의 저항성 감소 

<표 2-4> 재선충과 매개충 및 기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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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위적 요인

사람으로 인한 감염목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은 재선충 확산의 원인이며,

특히 돌발·원거리 발생의 주요인으로 알려졌다. 솔수염하늘소의 이동반경

은 3~5km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등에서는 매개충의 이동반경

을 초과하는 원거리 감염 확산이 자주 발견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감염 신

규 발생지의 90%가 진원지로부터 평균 111~339k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Robinet et al. 2009).

국내에서도 지역주민의 감염목 임의 반출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감염

확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감염목을 무단 방출하여 취사연료, 건축자

재 등으로 활용함에 따라 돌발적 피해가 확산되며, 일례로 일부지역에서 

찜질방 업자가 방제 후 훈증한 소나무를 무단 방출하여 화목용(fuel)으로 

쌓아놓은 장작에서 매개충이 탈출한 사례가 있다(이요한 외 2014).

국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측 불가능한 지역의 광범위한 발생이 특징이

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인위적 요인이 국내 재선충 확산의 주요인 중 하나

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 인위적 반출로 인한 재선충 피해 사례 중 일부

를 <표 2-5>에 정리하였다.

지역 피해규모 발생원인

경북포항

(북구 기계면 포항-대구 고속도로건설현장)
3,850본

- 고속도로 공사현장 혹은 인근 제재소에 피해목 직접 

반입 등 가능성 

경남 하동군 옥종면 30여본 - 톱밥제조공장에 피해목 유입

경남 남해군 창선면 300여본 - 고사리 재배지 내 화목용 목재 반입 가능성

경기 광주 미상 - 신축사찰의 기둥에서 매개충 탈출

강원도 춘천 미상 - 찜질방 목조주택 기둥에서 매개충 탈출

<표 2-5> 인위적 반출로 인한 재선충 피해 국내 사례

자료: 기존 보고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Roques et

al.(2015)은 인구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는 인구의 변화가 국토 내의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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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크기와 빈도 등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감염목 유입·반출과 상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인구는 인위적 활동의 총량 뿐 아니라 지역별 

도로, 임도 등 사회 간접자본 여건을 반영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인구

가 많은 지역일수록 도로 등의 설비가 많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로 인한 인위적 활동량, 사람들의 이동반경 등의 증가가 감염목 유입·반출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변수가 인

위적 활동의 총량을 대변할 수 있지만, 각 세부 활동에 따른 감염확산 빈

도 및 크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각 세부 

활동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6> 피해목 훈증 타포린 처리 및 손상된 타포린

자료: 저자 촬영(구례군 재선충 방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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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참나무시들음병

2.2.1. 병원균(Raffaelea quercus-mongolicae) 및 매개충의 생태 

참나무시들음병은 암브로시아 곰팡이의 일종인 라펠리아 곰팡이가 수분 

및 영양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뉴스와이드 2012). 국내에

서 발생하는 참나무시들음병은 라펠리아 쿠에르케스 몽골리케(Raffaelea

quercus-mongolicae) 균의 침투가 주원인이며, 일본의 졸참나무와 물참나

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라펠리아 퀼시보라균(Raffaelea

quercivor)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지리적 기원 및 숙주 범위 등에서 다

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orii et al. 2014).

국내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은 암브로시아 비틀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광릉긴나무좀이다. 나무좀류는 먹이 습성에 따라 바크 비틀(bark

beetle)과 암브로시아 비틀(ambrosia beetle)로 나눌 수 있다. 바크 비틀은 

수피(bark)를 뚫고 터널을 만들면서 성충과 유충이 수피와 목질부 사이의 

인피부(phloem)를 가해하고, 암브로시아 비틀은 성충이 쇠약한 나무의 목

질부를 가해하여 터널을 만들면서 암브로시아 균을 감염시키는 특징이 있

다(그린과학기술원 2011).

병원균과 매개충은 상리공생관계(mutualism)를 형성하는데, 광릉긴나무

좀의 유충이 병원균17을 먹이로 이용하고 병원균은 광릉긴나무좀을 매개로 

나무를 옮겨가며 번식한다. 라펠리아 균은 광릉긴나무좀 암컷의 등판에 있

는 균낭에 서식한다. 교미를 위해 수컷은 참나무 줄기에 1mm 크기의 터널

을 뚫고, 암컷이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균낭이 터지면서 라펠리아 균이 

참나무에 배양된다. 교미로 태어난 유충은 나무 조직 속에 배양된 균을 먹

고 자란다(그린과학기술원 2011).

성충의 활동 시기는 5월 초에서 10월 초이며, 6월 초·중순이 우화의 최

성기이다(그린과학기술원 2011). 5~6월경 성충 수컷은 나무에 터널을 만들

17 암브로시아 균류는 목질섬유를 소화할 수 없는 곤충들의 먹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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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프레스(frass: 목질 가루와 배설물 혼합)를 터널 밖으로 배출하여 암컷을 

유인한다. 프레스에는 집합 페로몬이 함유되어 있으며, 성별 및 생활단계

에 따라 방출되는 모양에 차이가 나타난다. 5~6월 기주목 초기 공격 시기

에는 수컷이 1.2mm 굵기의 원통형 프레스(toohpick-shaped frass)를 방출하

고, 6~7월 교미 이후에는 암컷이 2mm 굵기의 구형 프레스(ball-shaped

frass)를 방출한다. 8~9월 유충기에는 분말형 프레스(powder-shaped frass)

가 방출되며, 분말형 프레스가 방출된 나무는 이미 많은 공격에 의해 목질

부 조직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므로 고사하게 된다(그린과학기술원 

2014).

암컷은 터널의 끝에 산란하고, 약 1주일 후 부화한 유충은 모갱에서 갈

라지는 새로운 터널을 만들면서 성장한다. 10월 중순경 노숙유충은 번데기

집을 짓고 월동하며 주로 노숙유충으로 월동하나 일부는 성충과 번데기로 

월동한다(그린과학기술원 2014). 그리고 이듬해 5~6월 성충으로 우화하여 

탈출 후 기주 수목을 공격한다.

감염된 나무는 균의 증식·확산으로 수분 통로인 도관(vessel)이 막혀 수

분상승이 어려워지고 잎이 붉게 말라 결국 죽게 된다. 5월경 매개충이 유

입된 참나무는 7월 말부터 감염 증상이 나타나며, 8~9월에는 고사목을 관

찰 할 수 있다. 매개충의 공격을 받은 참나무는 수액을 뿜어 저항하나, 수

액 거품과 프레스에서 발산되는 집합 페로몬으로 인해 매개충의 집단 공격

을 받게 되면 회생하지 못한다. 매개충의 공격을 받은 나무 주위로 톱밥 

형태의 프레스가 나타나므로 매개충 유입여부는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

고, 프레스가 나무 둘레의 1/2 이상 면적을 차지하면 해당 나무는 회복 불

가능한 것으로 여겨 벌채·소각한다(그린과학기술원 2011). 감염목의 고사

율은 약 20%이며, 고사목은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남영

우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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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참나무시들음병 감염 및 침입 경로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2014).

2.2.2.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요인

국내의 광릉긴나무좀은 193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참나무시들음병의 피

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갑작스런 피해 확

산 요인으로 이상기온, 비적지 참나무의 생리적 쇠약 등이 제시되고 있으

나 아직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경우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

은 해에는 상대적 피해가 적은 경향이 나타나 기온 및 강수량과 참나무시

들음병 확산 간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이승규 2009).

일부 산림해충이 수년간 낮은 밀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

으로 개체 수가 증가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은 밀도 분출

(population eruption) 혹은 분출형 발생(eruptive outbreak)이라 한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나무좀류에서 분출형 발생의 사례가 흔히 보고되고 있다

(Ciesla 2011). 남부소나무좀(southern pine beetle, Dendroctonus fro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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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범위 내에서 개체 수를 유지하지만, 일시적

으로 폭발적인 개체 수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남미 온두라스 

지역에서는 1960년대와 1980년대에 개체 수가 급증하였으며, 동부 텍사스

에서도 소나무좀 분출형 발생 기록이 있으나 1990년대 이후로 개체 수가 

급감한 것이 나타났다.18

본 연구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 요인을 크게 기후요인과 기후 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기후요인은 온도, 습도 등 매개충과 병원균의 생태

와 수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감염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이며,

기후 외 요인은 인간의 활동, 매개충의 기주 선호성, 관리 요인 등 병징 확

산과 관련된 요소이다. 국내 참나무시들음병의 갑작스런 확산 요인이 분출

형 발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으나 본 연구의 범위에는 들

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분출형 발생 등 병해충 확산 사이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기후요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곤충의 발육이 촉진되고, 그동

안 국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아열대성 해충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

다. 광릉긴나무좀이 속하는 Platypus 속이 남방계의 특징을 가짐에 따라 한

반도 평균기온 상승 등 매개충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광식 2009).

고온다습한 기후는 곰팡이 번성에 최적화된 조건으로 알려졌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 나무좀류의 곰팡이에 의한 수목 피해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Meurant 2012). 참나무시들음병원균인 라펠리아 곰팡

18 분출형 발생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가설로, 첫째, 해충의 서식과 교미에 적합한 

국지적 진원지(epicenters)가 형성되면 그다음 세대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

서 급격한 피해를 입히는 것(Ciesla 2011), 두 개 이상의 동일한 개체군이 받는 

밀도 종속요소가 같다면 연관된 밀도 종속요소의 변화로 동시적인 밀도 변동이 

나타나는 것 등이 있다(Rip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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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고온성으로 최적생장 온도는 25~30℃로 조사되었다(국립산림과학

원 2010). 고온다습한 지역은 저온건조한 지역에 비해 병해충 확산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육단계에서 저온에 노출되는 기간, 계절적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 등

이 나무좀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좀류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한살이를 거친다. 광릉긴나무좀은 대개 노숙유충 번데기가 

되기 직전의 성숙한 유충 단계로 12월에서 2월까지 가장 추운 날씨에 노출

된다. 광릉긴나무좀은 변온동물로 일정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발육을 멈추

므로(국립산림과학원 2010) 겨울 저온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개체 수가 감

소 할 수 있다(Bentz et al. 2010). 광릉긴나무좀의 성충 활동시기는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저온임계온도는 실험을 통해 5.8℃로 나타났다(Youngwoo

Nam et al. 2013).

광릉긴나무좀은 주로 쇠약목과 고사목을 공격하는 2차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건강한 수목을 공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견되고 있으나,

쇠약한 수목은 매개충의 주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

한 수분 스트레스는 기주나무의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수분 스트레스에 직면한 수목은 매개충의 공격을 받을 시 나무의 

저항기조로 분출되는 수액의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개충의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Bentz et al. 2010). 쇠약한 수목에 매개충이 서식하면 주변

의 건전한 수목 또한 매개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Gaylord 2014).

국립공원연구원(2012)은 덕유산·계룡산 국립공원 내 참나무시들음병 출

현지점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

수들(평균기온 등)의 기여율을 최대 엔트로피 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하였

다. 연구결과,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등의 기여율이 높았으며, 평균기

온의 기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기온의 영향이 높았다. 그

러나 각 변수들의 방향성은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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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 외 요인

1) 흉고직경 

광릉긴나무좀이 주로 대경목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참나무시들음

병 피해는 나무의 흉고직경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국립공원연구원

(2010)이 북한산국립공원과 치악산국립공원에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결과, 매개충이 흉고직경 30cm 이상의 기주를 선

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2010)이 다섯 개의 고정 조사

구(경기도 남양주, 포천,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에서 신갈나무의 피해도19

별 흉고직경을 비교한 결과, 흉고직경이 클수록 피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Lee et al.(2011)이 2009년 경기도 우암산 일대의 참나무시들

음병 피해를 조사한 결과 DBH(Diameter at breast height)와 피해도가 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BH가 큰 나무가 매개충의 우선 공격대상이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환경적 요인에 따른 낙엽성 참나무의 번성

참나무시들음병은 한반도의 환경요인 변화에 따라 참나무류가 번성하면

서 확산된 병해충으로 여겨진다. 최근 국내 참나무류 중 매개충이 가장 쉽

게 기생할 수 있는 신갈나무의 적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이영

근 외 2014), 기후변화로 인한 침엽수림 감소와 활엽수림 증가 추세에 따

라(정병헌 외 2017) 전반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과 같은 활엽수림 병해충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인위적 요인 

도로, 탐방로, 마을과의 거리 등 인위적 요소도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요

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국립공원연구원(2012)이 트랩롤을 이용해 북한산 

국립공원 내의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휴게소, 탐방로,

19 피해도를 심, 중, 경의 3단계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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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물의 인근 등 인구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광릉긴나무좀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유동인구에 의한 매개충·감

염목의 인위적 이동인지, 혹은 광릉긴나무좀의 비행습성 등 생태적 특성에 

의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웅·엄태원(2014)은 치악산 국립공원 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 전

수조사를 통해 상원사 부근 등산로 반경 20m 이내에 피해목이 집중 분포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광릉긴나무좀이 임도나 등산로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벌채활동 등이 급격한 해충 개체 

수 증가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Ciesla 2011).

<그림 2-8> 북한산 국립공원 광릉긴나무좀 출현 현황

단위: 개체 수

탐방로 숲속 탐방로 숲속 탐방로 숲속 탐방로 숲속

영불사 우이령 하루재 수유분소

딱정벌레목 216 66 55 32 122 38 141 52

광릉긴나무좀 1959 8 1284 28 566 0 2513 7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
³Ã
¼¼
ö
개
체

수

주: 개체 수는 2m 길이의 트랩을 길게 설치하고, 50cm당 개체 수를 측정한 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였음.

자료: 국립공원연구원(2012)의 29페이지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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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요인

매개충의 공격을 받은 나무에서 발생하는 프레스는 집합 페로몬을 방출

하여 집단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야기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수목

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변의 건전한 수목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

다. 매개충은 또한 쇠약목을 집중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고사목의 

즉각적인 처리와 함께 전체적인 수목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양상변화

3.1. 기후변화에 따른 재선충 발생 양상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주로 가뭄 빈도 증가와 평균기온의 상승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온·가뭄의 동시 발생으로 인해 기주 수목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매개충 생장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병해충 확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재선충 감염은 여름 평균기온 

22°C를 초과하는 곳에서 발생하며, 여름 평균기온 20°C 미만인 지역에서

는 재선충 발생이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름 평균기온 20°C는 재선충 

발생 적합지역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Roques et al. 2015).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여름 평균기온이 상승할 시 현재 재선충 비적합지

역인 북한 일부 지역까지 재선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동아시아

에서는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지역의 신규 감염 현상이 발견된다(일본 

아오모리 현, 한국 충남 보령·경기 양주, 중국 산시성·후난성). 이같은 현상

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Roquest et al.

2015).

Robinet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평균기온이 3°C 증가할 경우 재선충 

발생 적합지역은 중국에서 40%, 유럽에서는 100%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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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선충 발생 임계온도를 중국의 경우 7

월 평균기온 21.3°C와 1월 평균기온 –10°C로 설정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7

월 평균기온 20°C로 설정하였다. 평균기온이 3°C 증가하게 되면, 현재 주

로 중국의 동남부에 국한되어 있는 발생 적합지가 북동부 지역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겨울 기온이 낮은 티벳고원과 윈난(Yunnan) 북

부, 쓰촨 서부(Sichuan)지역은 비적합지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주로 남유

럽에 발생하는 재선충은 유럽 전역과 스칸다나비아 반도 남부까지 발생 적

합지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Robinet et al. 2011).

CLIMEX 모형과 RCP8.5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솔수염

하늘소의 현재와 미래 공간분포를 예측한 김재욱 외(2016)에 따르면, 월평

균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의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솔수염하늘

소 발생 적합지가 점차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분포 특징을 살펴

보면 제주도가 가장 높은 EI(발생 적합지수)20를 나타냈고, 부산광역시, 광

주광역시, 울산광역시도 발생 적합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10 미만의 EI21지수를 기록하여 

서식 비적합지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솔수염하늘소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2050년대부터는 강원도 일부를 제외

한 남한 전역이 솔수염하늘소 서식 적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 Ecoclimatic Index(EI)는 대상지역에 특정생물이 “지속 불가능하여 존재할 수 없

는 값(EI=0)”부터 기후만을 고려할 때 대상지역에 특정생물이 “환경수용력

(Carrying capacity) 밀도로 분포 가능한 값(EI=100)”을 표현한다. EI값은 일반적

으로 세 가지의 정착 가능성의 범주로 나뉘며(Marginal suitability=EI<10;

Favorable suitability=10<EI<20~25; Very favorable=EI>20~25), 일반적으로 EI값 

10 이상을 분포 선호지역으로 여긴다(김재욱 외 2016).
21 김재욱 외(2016)는 EI>10을 발생 적합지역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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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솔수염하늘소 서식 적합지 예측도

자료 : 김재욱 외(2016: 508).

3.2. 기후변화에 따른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양상 변화

기후변화와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양상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수

행되었다. 따라서 미래 기후 데이터, 나무좀류에 관한 해외 연구 등을 활용

하여 향후 참나무시들음병의 대략적인 발생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바크 비틀과 암브로시아 비틀 및 병원체의 분포 

범위가 넓어진 사례가 보고되었다(Tisserat et al. 2009). 주로 애리조나, 캘

리포니아, 뉴 멕시코 등 미국 남부지역에 서식하며 호두나무(walnuts)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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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혔던 호두나무가지 딱정벌레(walnut twig beetle)는 북부 지역으로 서

식지를 확장하였다. 2002년 이후 호두나무 딱정벌레는 콜로라도, 아이다

호, 오레곤, 워싱턴 등에서 발견되었고, 새로운 기주인 Black walnut 등을 

공격하였다.22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Black walnut의 주 서식지인 동부지

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참나무시들음병은 193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본격적 피해는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요인으로는 온난화가 거론된다.

향후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개충의 서식지가 북부지역과 고위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수목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amata et al. 2002). 1980년대 초반 긴나무좀에 의한 라펠리아 곰팡이 감

염으로 일본 서부지방의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숲이 집단 고사하

는 현상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주로 쇠약목과 고사목이 공격대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건전한 수목이 피해를 입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990년

대에는 일본의 서해안 지역 일대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

후 일본 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긴나무좀의 서식지가 북부지역으로 확

장됨에 따라 피해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남부소나무좀(Southern Pine Beetle; SPB)의 피해를 패

널데이터 분석으로 추정한 Gan(2004)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과 봄 기온의 

상승은 SPB 피해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봄·가을·겨울 강수량의 

상승은 피해 증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결과, 기후변화는 향후 SPB 피해를 2~2.5배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미국 남부지역에 매년 513~629백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2 Black walnut이 고급 가구 등에 사용되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임에 따라 큰 경제

적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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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재선충은 199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국내 소나무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 2013년 긴급방제 특별대책 수립 후 피해 고사목 본수는 

감소 추세이나 피해지역은 확산되어 방제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다. 2004년 

경기도 성남 일대에 국내 처음으로 확인된 참나무시들음병도 2011년 이후 

피해목 수는 감소하였으나, 발생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을 살펴본 결과 국내 산림병해충 관리가 주로 사후 방제에 집중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과 대응인력 등이 전년도 피해 상황에 좌우

됨에 따라 피해율 증가 → 방제 집중 투입 후 피해율 감소 → 방제 예산 

감소 → 피해율 재확산 등 방제 성과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병해충 확산 요인은 크게 기후요인과 기후 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

후요인으로는 병해충 생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개체 수 변화를 초래하

는 온도와 기주 수목의 건전성과 밀접한 강수량을 들 수 있다. 매개충 발

육기와 활동기의 온도 상승은 유충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성충 활동시기를 

확대하여 개체 수 증가의 원인이 된다. 강수량 감소는 기주의 건전성을 저

하시켜 피해율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후 외 요인은 감염목의 이동,

관리 요인 등 병해충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말 그대로 기후 외적 요인을 

의미한다. 국내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피해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은 관리 요인, 흉고직경, 도로,

탐방로 등 기후 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 상승과 가뭄 발생빈도 증가 등이 전망됨

에 따라 병해충 피해지역 확대와 신규 피해지 발생이 예측된다. 기존연구

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는 남한 전역이 솔수염하늘소의 서식 적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매개충인 긴나무좀의 서식지가 

북부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인한 건전한 수목의 피

해 증가가 전망된다.



병해충 피해함수 및 예상 피해율 제3장

1. 이론적 배경

1.1. 병해충 피해함수 

해충별 발생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 Cobourn et al.(2011), 김용준 외

(2015), 김용준 외(2017) 등의 연구에서 이용된 구조적 피해함수를 활용하

였다. Cobourn et al.(2011)의 연구에 따라 병해충 발생률로 나타낼 수 있

는 병해충 피해(D)는 피해 기주의 특성(Z)과 해충 밀도(P)의 함수로 표현

될 수 있다. 해충이 발생하여도 기주의 특성이 해충을 유인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해충 피해함수는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3-1)

해충 밀도(P)는 기주의 특성(Z)과 기후요인 등 외생변수(V)의 벡터에 의

해 결정되고, 기주의 특성(Z)은 기후 등 외부요인(W)뿐 아니라 기주 나무

의 재적 및 중량 저하 등 해충 피해(D)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충 

밀도(P)와 기주의 특성(Z)은 아래의 식 (3-2)로 표현될 수 있다.

    

   
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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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과 식 (3-2)를 정리하여 해충밀도와 기주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피해함수는 아래의 식 (3-3)과 같은 동시적 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외생변수 V와 W는 일부 중복될 수 있다.

    

   
식 (3-3)

식 (3-3)을 추정하기 위해 대리변수 접근법(instrument variable)이 필요

하지만, Cobourn et al.(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해충 피해로 인한 기주의 

특성 변화가 해충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면23(    )

동시적 방정식은 식 (3-4)와 같은 축약형 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

   식 (3-4)

축약형 모델은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외생변수 V 와 W를 이용하여 

기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모델이다. Z 대신 W를 사용함에 

따라 추정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설명력 높은 W를 이용하여 모형을 

설정한다면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용준 외 2015).

1.2. 비선형 패널 프로빗 및 GEE 추정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피해율(D)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비율 종속변

수(proportional dependent variable)이다. 비율 종속변수의 특성을 무시하고 

계수를 추정한다면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패널데이터 추정 시 많이 이용

23 발생 병해충으로 인한 기주의 외형변화와 같이, 그 특성변화가 다시 병해충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동시적 구조이다. 그러나 Cobourn et al.(2011), 김용준 외

(2015)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시적 구조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

족하다는 이유로    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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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로그 변환 후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을 활용하면 로그 변환 과정에서 0의 값을 가지는 관측치가 누락되

며, 추정된 비율이  ≤  ≤ 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24 로짓모형

(logit)으로 추정할 시에는 비율이 0인 관측치를 반영할 수 없다. 이를 완화

하기 위해 0에 작은 수치를 더해 값을 이동시킨다면 변수의 분포변화를 야

기하여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율 종속변수의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범위 비율의 조건부 평균

을 다음과 같은 비선형 패널 프로빗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x    x       식 (3-5)

여기서 병해충 피해율의 범위는  ≤  ≤  , 기후변수 종속변수 는 

1×k 백터, 는 표준정규분포 누적확률밀도함수(CDF),25 는 관측되지 않

는 횡단면 자료(cross sectional observation) 간의 효과로 표현한다.

다음과 같은 외생성(exogeneity) 가정과 의 조건부 정규분포 가정을 포

함하면 식 (3-5)를 식 (3-6)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x   ∣x      외생성 가정 

∣ xx x ∼ Normal  x  조건부 정규분포 

∣x≡   x   x 식 (3-6)

식 (3-6)을 추정하기 위해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에 

프로빗(probit) 연결함수를 사용한, 준최우추정법(maximum quasi-likelihood

estimation: QMLE)을 활용할 수 있다(Papke and Wooldridge 2008). 그러나 

결합확률분포(Joint distribution)  ∣x 안에 존재하는 연속 의존성

24 여기서 Yit는 로그 변환된 종속변수로 병해충 피해율을 의미한다.
25 연결함수로 로짓 함수 등의 사용이 가능하나 Papke and Wooldridge(2008)에서 

프로빗 연결함수가 관측되지 않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과 내생성(indogeneity)

발생 시 로짓 연결함수에 비해 더 우월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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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dependence)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내포하는 추정법과 비교할 

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MWNLS(multivariate weighted nonlinear least square)는 연속 의존성

(serial dependence)과 이분산(heteroscedasticity)이 존재하는 패널데이터를 

추정하는 데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Var ∣x에 대한 모

수형 모델(parametric model)이 필요하고 이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

운 단점이 있다(Papke and Wooldridge 2008).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apke and Wooldridge(2008)는 

Var ∣x의 모수형 모델(parametric model)을 찾는 대신 exchangeable

correlation을 이용한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의 적용을 제안

하였다. Var∣x가 같은 추정치일 경우 MWNLS와 GEE는 근접하게 

동등(asymptotically equivalent)한 추정법이 된다. 패널형태의 데이터와 비

율형 종속변수를 가진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연결함수와 exchangeable

correlation을 적용한 GEE 모델을 활용하였다.26

N개의 시군구(i=1,..., N)와 T개의 연도(i=1,..., T)를 가진 본 연구의 병해

충 피해율의 조건부 평균은 식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x   x  식 (3-7)

여기서 Yit, Xit,  의 변수는 앞서 설명한 병해충 피해율(종속변수), 기후 

변수 및 기후 외 변수(설명변수)와 설명변수의 패널 간 평균을 의미한다.27

GEE로 추정된 비선형 모형의 추정계수는 직접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변수의 한 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화를 의미하는 평균한계

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AME)를 도출하여야 한다(Papke and

26 비율형 종속변수에 GEE를 이용한 기존연구는 Papke and Wooldridge(2008),

Hyunjin An et al.(2015) 등이 있다.
27 여기서 패널 간 평균값은 Mundlak(1978) 과 Chamberlain(1980)의 device로 관찰

되지 않은 고정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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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dridge 2008).28 평균한계효과를 이용하여 종속변수 한 단위의 변화가 

병해충 피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X i
 X i

 식 (3-8)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 확률밀도함수(PDF)를 나타낸다.

2. 모델설정 및 분석자료

2.1. 소나무재선충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에 의해 발생하므로 매개충의 밀도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기주 소나무의 병해충 취약도에 따라 실질적 피

해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함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재선충 피해율, Z=기주의 특성, P=매개충 밀도 

식 (3-9)

이때 D는 총 침엽수림면적(ha)당 피해면적(ha)을 나눈 값으로 아래와 같

이 정의된다.

28 선형모형의 경우 한계효과가 값의 계수로 나타나지만, GEE의 경우 도출된 

값의 계수를 이용하여 평균한계 효과를 재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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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총 산림 면적 
피해면적

, D=[0,1] 식 (3-10)

피해면적(ha)은 일반적으로 1) 피해본수×본당 평균면적, 2) 항공지도 등

에서 피해 발생지역의 외곽선을 이어 잰 대략적인 면적, 3) 소나무 반출 금

지구역29 면적을 피해면적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추

정할 수 있다.30 본 연구는 1)의 방법을 활용하였다.31

매개충의 밀도(P)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표 3-1>.

P=fp(MIN_WT(it-1), Snow_WI(it-1), SPT(it), SMT(it),

SMT2(it), SMP(it), MIN_FA(it), RHUM_SP(it),

RHUM_FL(it), POP(it)

식 (3-11)

여기서 MIN_WT(it-1)는 t-1기 겨울 최저기온, Snow_WI(it-1)는 t-1기의 

적설량, SPT(it)는 t기의 봄 기온, SMT(it)는 t기의 여름 기온, SMT2(it)는 t

기의 여름 기온의 제곱, SMP(it)는 t기의 여름 강수량, MIN_FA(it)는 t기의 

2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리·동을 반출 금지구역 면적으로 정한다.
30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하였다.
31 1)의 방법은 매년 고시하는 산림청의 피해본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이 용의하며, 개별 입목(立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평균을 낸 면적 지수를 이용함으로 인해 지역별로 균일하

지 않은 입목 간 간격 차이를 반영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2)의 방법을 이용하면 

지역 간 입목 간격의 격차 등이 반영된 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외곽선이 

연구자의 임의로 설정되는 등 동일한 기준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

다. 또한 항공방제 등이 수행된 일부지역의 데이터만 존재하므로 충분한 표본 

수를 얻기 어렵다. 소나무재선충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므로 3)의 방법을 이용하

면 실절적·잠재적 피해 대상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생지

역으로부터 반경 2km 내외로 정의된 반출 금지구역은 산림 이외의 지역이 포함

될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 내의 총 침엽수림 면적보다 넓은 지역이 피해면적으로 

설정되어 피해가 과대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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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최저기온, RHUM_SP(it)는 t기의 봄 상대습도, RHUM_FL(it)는 t기의 

가을 상대습도, POP(it)는 인구를 의미한다.

t기 성충의 밀도는 유충과 번데기 단계에서의 생존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유충과 번데기 단계에서의 생존율과 성장률, 이동 및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를 변수에 포함하였다. 1년에 1회 발생하는 매개충

은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난 후 다음 해 봄 또는 초여름에 성충으로 우화하

여 섭식을 시작할 때 재선충을 소나무에 감염시킨다. 따라서 각 발육단계

별 영향을 받는 기후요소들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월동 유충의 경우 50%

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 임계온도(솔수염하늘소 11.9°C, 북방수염수

늘소 8.6°C)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므로 t-1기의 겨울 최저기온을 변수에 포

함하였다. 유충은 주로 수목의 줄기 안의 형성층 내에서 월동한다. 겨울 적

설량이 많을 시 눈의 보온효과로 인해 유충이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 적설량을 변수에 포함하였다(Neuvonen

and Vitranen 2015).

재선충 감염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빠르게 확산 될 수 있다. 인위적 요인

을 고려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시군구별 인구(Roques et al. 2015) 변수를 

포함하였다. 재선충 감염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 동안 기주의 건전성(Z)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Z=fz(SMT(it), PRCP_SU(it)) 식 (3-12)

여기서 SMT(it)는 여름 평균기온이며, PRCP_SU(it)는 여름 강수량이다.

2013년은 재선충 발생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시기이다. 안정적인 추정치

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을 1로 하는 돌발더미(catastrophic dummy) 변수,

ct(2013)을 추가하였다. 와 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함수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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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MIN_WT(it-1), Snow_WI(it-1) SPT(it), SMT(it),

SMT2(it), SMP(it), WMAX_SP(it), WMAX_SU(it),

MIN_FA(it), RHUM_SP(it), RHUM_FL(it), POP(it),

PRCP_SU(it), ct(2013))

식 (3-13)

분석기간은 2010~2017년이며, 대상지역은 전국 230개 시군구로 총 1839

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본수, 시군구별 산림면적, 시

군구별 인구, 기후자료 등이 이용되었다. 피해 면적을 구하기 위해 

2010~2017년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피해 본수32와 지수33를 곱하여 면적으

로 환산하였다. 도출된 피해 면적을 총 침엽수림 면적(침엽수림 면적+혼효

림34의 45%)35으로 나누어 시군구별 피해율을 구하였다. 과거 및 미래 예측 

기상자료는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일 평균 자료

의 월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 계절별36 평균값을 구하였다.

2.2. 참나무시들음병

매개충, 병원균 및 기주 수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한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감염본수를 나타내는 산림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33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1본당 평균 면적 25㎡을 산출한 후 이를 피해 본 수에 

곱하고, ha로 환산하였다.
3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2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4

조에 따르면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침엽수의 쇠퇴 추세와 향후 기

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침엽수 감소를 반영하여 25%와 75%의 절반인 50%보다 

조금 보수적인 수준의 45%를 혼효림 내 침엽수림으로 규정하였다.
35 임업진흥원 공개 자료. “연도별 임상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www.kofpl.or.kr:

2018. 4. 5.).
36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은 9~11월, 겨울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로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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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 ZO=기주의 특성, PO=매개충 밀도 

식 (3-14)

이때 DO는 총 활엽수면적(ha)당 피해면적(ha)을 나눈 값으로 식 (3-15)로 

정의된다.

DO=총 산림 면적 
피해면적

, DO=[0,1] 식 (3-15)

피해면적(ha)은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방식인 피해본수에 본당 평균면적을 

곱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적 산출이 어렵고, 항공지도 등을 통해 피해면적의 외곽선을 

이어서 피해면적을 산출한다면 과대추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매개충과 병원균(PO)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PO=fp(MIN_WT(it-1), RHUM_WT(t-1), SPTX(it),

RHUM_SP(it), SMTX(it), SMTX2(it), FATX(it),

RHUM_FA(it), POP(it), UST(it), Diameter(it), NF(i))

식 (3-16)

여기서 MIN_WT(it-1)는 t-1기 겨울 최저기온, RHUM_WT(t-1)는 t-1기

의 겨울 상대습도, SPTX(it)는 t기의 봄 최고기온, RHUM_SP(it)는 t기의 

봄 상대습도, SMTX(it)는 t기의 여름 최고기온, SMTX2(it)는 t기의 여름 

최고기온의 제곱, FATX(it)는 t기의 가을 최고기온, RHUM_FA(it)는 t기의 

가을 상대습도, POP(it)는 인구, UST(it)는 비방제 피해목면적, Diameter(it)

는 흉고직경, NF(i)는 국유림을 의미한다.

매개충의 밀도와 병원균의 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수들을 모형

에 포함하였다. 유충상태로 월동하는 곤충의 개체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t-1기 겨울 최저기온, 우화·활동기에 영향을 주는 t기의 봄·여름·가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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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매개충이 남방계인 Platypus 속으로 비교적 온난

한 기후에 잘 적응하는 점과 국립공원연구원(2012)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평균기온이 아닌 최대기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번성

하기 쉬운 곰팡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습도를 변수에 포함하였다.

관리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 비방제 피해목,

국유림여부 등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국립공원연구원(2012)의 연구에 따르

면 도로접근성, 시가화지역접근성37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에 기여율이 높

은 인위적 변수로 나타났다. 도로, 인구 이동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

수로 시군구별 인구를 포함하였다(Roques et al. 2015). 매개충이 주로 대

경목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흉고직경을 변수에 포함하였으며(Lee et

al. 2011; 국립산림과학원 2010), 감염목으로 인한 주변목의 피해 및 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비방제 피해목면적(UST)38을 포함하였다(Gan

2004). 더미변수인 국유림 NF(i)을 관리변수 중 하나로 포함하여, 관리 주

체에 따른 피해율 차이를 알아보았다.

강수량과 온도는 기주의 건전성(ZO)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고

온건조한 기후는 수분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수액 감소 등 기주 수목의 저

항성을 약화시키므로(Bentz et al. 2010) 매개충의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

ZO=fz(PRCP_WI(t-1), PRCP_SP(it), PRCP_SU(it),

PRCP_FA(it), SPTX(it), SMTX(it), SMTX2(it), FATX(it))
식 (3-17)

따라서 t-1기 겨울 강수량, t기의 봄·여름·가을 강수량과 최대 기온을 변

수에 포함하였다. 온대성 활엽수로 높은 온도에 취약한 국내 참나무의 특

성을 고려하여 여름기온의 제곱항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와 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함수를 도출하였다.

37 인근마을이나 도심지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38 방제는 주로 고사목 제거, 끈끈이롤트랩, 화학적 방제, 기타 방제 등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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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fd(fp(MIN_WT(it-1), RHUM_WT(t-1), SPTX(it),

RHUM_SP(it), SMTX(it), SMTX2(it), FATX(it),

RHUM_FA(it), POP(it), UST(it), Diameter(it), NF(i),

PRCP_WI(t-1), PRCP_SP(it),PRCP_SU(it),PRCP_FA(it))

식 (3-18)

분석자료의 기간은 2011~2017년이며, 대상지역은 전국 230개 시군구로 

총 1,610개의 표본이 만들어졌다.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본수, 시군구별 

산림면적, 시군구별 인구, 흉고직경, 비방제 피해목 면적, 국유림여부, 기후 

자료 등이 이용되었다. 피해 면적을 구하기 위해 2011~2017년 참나무시들

음병 피해 본수39와 지수40를 곱하여 면적으로 환산하였다. 도출된 피해 면

적을 총 활엽수림 면적(활엽수림 면적+혼효림41의 55%)42으로 나누어 시

군구별 피해율을 구하였다. 과거 및 미래 예측 기상자료는 기상청 기후변

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일 평균 자료의 월 평균값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 계절별43 평균값을 구하였다. 흉고직경은 국립산림과학원 피

해목 데이터에 기록된 시군구별 참나무림의 평균 흉고직경(cm) 자료를 사

용하였고, 비방제 피해목면적은 전체 피해목 본수에서 방제목 본수를 빼고 

남은 본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였다.

39 국립산림과학원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40 1본당 평균 면적 25㎡을 산출한 후 이를 피해 본수에 곱하고, ha로 환산하였다.

참나무의 면적이 소나무의 면적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전문가 조언을 통해 그 차

이가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재선충 피해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였다.
4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현재의 

활엽수 확장 추세 및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활엽수 확장 추세 등을 감안하여 혼효

림의 55%를 활엽수림으로 설정하였다.
42 임업진흥원 자료를 참조하였다.
43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은 9~11월, 겨울은 12부터 이듬해 2월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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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변수 의미 관련 선행연구 단위

 종속변수
- ha당 재선충 피해율 

- 피해면적/총 침엽수림 면적 
- Coborun(2011) %

MIN_WT(it-1)
(t-1)년도 

겨울 최저기온

-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월동유충

의 사망률이 증가함.

- Ma et al.(2006)

- Kobayashi et al.(1984)

- Okuda(1973)

°C

SPT(it) 봄 평균기온 
- 번데기의 발육상황과 매개충의 

우화 시기와 활동성 영향을 미침.

- Enda(1976)

- Roquest et al.(2015)
°C

SMT(it) 여름 평균기온

- 성충의 활동성 및 산란과 관련됨.

- 여름고온은 침엽수림의 건전성이 

저하를 야기함.

- Kobayashi et al.(1984)

- Roques et al.(2015) 

- Naves and Sousa(2009)

- Rutherford and Webster 

(1987)

°C

SMT2(it)
여름 평균 

기온의 제곱

- 성충의 활동성은 온도의 특정 

임계점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Roques et al.(2015) 

- Naves and Sousa(2009) 
°C

MN_FA(it) 가을 최저기온 

- 매개충의 산란은 10월까지 이루

어지며, 최소 21°C 이상의 온도

가 필요함.

- Kobayashi et al.(1984) °C

RHUM_SP(it) 봄 상대습도
- 온도가 같을 시 상대습도가 높을

수록 매개충의 수명이 길어짐.
- Kong(2006) %

RHUM_FL(it) 가을 상대습도 
- 온도가 같을 시 상대습도가 높을

수록 매개충의 수명이 길어짐.
- Kong(2006) %

PRCP_SM(it)
여름 

평균강수량

- 강수량이 증가 할수록 수목의 병

해충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Mamiya(1984) mm

Snow_WT(it-1)
(t-1)년도 

적설량

- 적설량이 증가하면 보온효과로 

인해 유충이 차가운 온도에 노출

되는 것을 방지됨.

- Neuvonen and Vitranen

(2015)
Kg/㎡

ct(2013) 돌발더미
- 2013년의 피해율 급증 효과를 

반영함. 
0,1

POP(it) 인구 
- 인위적인 병해충 확산을 고려하

기 위한 변수
- Roques et al.(2015) 명 

자료: 저자 작성.

<표 3-1> 소나무재선충 피해함수 주요 변수 및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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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변수 의미 관련 선행연구 단위

o 종속변수 
- ha당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 

- 피해면적/총 침엽수림 면적 
- Coborun(2011) %

MIN_WT(it-1)
(t-1)년도 

겨울 최저기온 

- 겨울 기온이 낮을수록 월동유충의 사망률이 

증가함.
- Bentz et al.(2010) °C

SPTX(it) 봄 최고기온 
- 번데기의 발육상황과 매개충의 우화시기 및 

활동성에 영향을 미침.
- 국립산림과학원(2010) °C

SMTX(it) 여름 최고기온 - 성충의 활동성 및 산란과 관련됨. - Ciesla(2011) °C

SMTX2(it)
여름 최고 

기온의 제곱

- 여름고온은 온대성 낙엽활엽수의 건전성 

저하를 야기함.

- Roquest et al.(2015)

- Naves and Sousa(2009)
°C

FATX(it) 가을 최고기온 

- 가을기온의 증가는 매개충 활동시기를 확장.

- 병원균 감염시기 고온은 곰팡이 번성에  

이로운 환경 제공.

- Gerard Meurant(2012) °C

RHUM_SP(it) 봄 상대습도
- 온도가 같을 시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매개

충의 수명이 길어짐.

- Kong(2006)

- Gerard Meurant(2012)
%

RHUM_FL(it) 가을 상대습도 

- 온도가 같을 시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매개

충의 수명이 길어짐.

- 병원균 감염시기 상대습도는 곰팡이 번성에 

이로우며, 유충의 먹이가 풍부해짐.

- Kong(2006)

- Gerard Meurant(2012)
%

RHUM_WI

(it-1)
겨울 상대습도

- 상대습도의 증가는 곰팡이 번성에 이로우

며, 유충의 먹이가 부해짐. 
- Gerard Meurant(2012) %

PRCP_SP(it-1) 봄 강수량 - 수분 스트레스는 기주의 건전성을 저해함.

- Bentz et al.(2010)

- Gaylord(2014)

Gan(2004)

mm

PRCP_SU(it-1) 여름 강수량 
- 수분 스트레스는 기주의 건전성을 저해함. 

- 여름철 고온은 수분손실을 가속화함.

- Bentz et al.(2010)

- Gaylord 2014, Gan(2004)
mm

PRCP_FA(it-1) 가을 강수량 - 수분 스트레스는 기주의 건전성을 저해함. 
- Bentz et al.(2010)

- Gaylord(2014), Gan(2004)
mm

PRCP_WI(it-1) 겨울 강수량

- 수분 스트레스는 기주의 건전성을 저해함.

- 겨울철 건조한 바람 등은 수분손실 확대의 

원인이 됨.

- Bentz et al.(2010)

- Gaylord(2014)

Gan(2004), 김호준(2012)

mm

POP(it) 인구 - 인위적인 병해충 확산을 고려하기 위한 변수 - Roeues et al.(2015) 명 

Diameter(it) 흉고직경
- 매개충은 대경목을 선호하며, 흉고직경과 

피해도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

- Lee et al.(2011)

- 국립산림과학원(2010)
cm

UST(it)
비방제 

피해목면적

- 비방제 피해목에서 발산된 페로몬은 주변 

수목 피해의 원인이 됨.
- Gan(2004) ha

NF(i) 국유림 여부 - 관리주체에 따른 피해율 변화 1,0

<표 3-2>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함수 주요 변수 및 관련 선행연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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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3.1. 피해함수 추정결과

3.1.1. 소나무재선충

GEE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 피해함수 추정치의 평균 한계효과는 아래

의 <표 3-3>과 같다. 원 추정치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계수 표준오차44 P 값

겨울 최저기온(it-1) 0.000274*** 0.0000915 0.003

봄 평균기온(it) 0.0006445*** 0.000161 0.000

여름 평균기온45과 그의 제곱(it) -.0006603*** 0.0001844 0.000

가을 최저기온(it) 0.000367*** 0.0001414 0.009

봄 상대습도(it) 0.0001835*** 0.0000593 0.002

가을 상대습도(it) 0.00000279 0.0000411 0.946

여름 평균강수량(it) -0.00000566** 0.00000263 0.032

겨울 적설량(it-1) 0.0001368* 0.0000729 0.061 

돌발더미(ct(2013)) 0.0022579*** 0.000484 0.000

인구: POP(it) 0.00000001** 0.0000000041 0.011 

주: ***, **, *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3> 소나무재선충 피해함수 추정결과(평균 한계효과)

추정결과에 따르면 한 해 전 겨울 최저기온(it-1), 봄 평균기온, 여름 평

균기온과 그 제곱, 가을 최저기온, 봄 상대습도, 여름 평균강수량, 한 해 전 

44 clustered semirobust standard error
45 원 추정치에서는 여름 평균기온은 + 부호로, 평균기온의 제곱은 – 부호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평균 한계효과는 둘의 합을 평균한 값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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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적설량(it-1), 돌발더미, 인구변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겨울 최저기온(it-1), 봄 평균기온, 여름 평균기온의 1차항, 가을 최

저기온, 봄 상대습도, 겨울 적설량(it-1), 인구변수는 피해율과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며, 여름 평균기온의 제곱항, 여름 강수량과 피해율은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

봄 평균기온과 상대습도는 피해율과 양의 상관관계로, 봄 평균기온이 상

승하고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재선충 피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북방수염하늘소의 주 우화시기가 봄이고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가 

봄과 여름임을 고려하였을 때, 봄 기온이 높아질수록 매개충의 우화시기가 

빨라져 재선충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봄 평균기온의 상

승은 솔수염하늘소의 분포 범위를 북쪽으로 넓혀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재

선충 피해율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은 주요 기후변수(여름 평균기온, 겨울 최저기온(it-1), 가을 

최저기온, 여름 강수량)의 수준에 따른 한계 효과와 그 값의 95% 신뢰구

간46을 나타낸다. 여름 평균기온과 재선충 피해율의 상관관계는 제곱부분

이 음의 값을 갖는 2차함수 형태를 띈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름 평균기온 22°C 이상부터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재선충 피해율에 

대한 여름기온의 평균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27°C 이상부터는 평균 

한계효과가 0에 가까워지고, 모수의 신뢰구간도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재선충이 주로 여름 평균기온 20°C 이상인 곳에서 발병하나, 높은 여

름기온하에서는 매개충의 이동 및 산란활동 둔화로 인해 감염률이 감소한

다는 기존연구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46 신뢰구간은 실제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을 의미하며, 신뢰구간이 

증가할수록 실제 모수와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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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 기후 변수별 평균 한계효과: 소나무재선충

주: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름 평균기온, 겨울 최저기온(it-1),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최저기온을 나

타냄.

자료: 저자 작성. 

여름 강수량과 피해율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솔수염하늘소

의 섭식·산란 시기인 여름 동안의 강수량 증가는 수목의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저항성 증진을 통한 피해율 확산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충 활동시기의 강수량 증가는 성충의 비행 활동

을 부분적으로 저하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가을 최저기온과 재선충 피해율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며, 가을 최저기온

이 상승함에 따라 재선충 피해율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가을 최저

기온은 매개충 산란 및 재선충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개

충 중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은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지만 10월까지 이어지

기도 한다. 산란에는 최저 임계기온이 존재하므로 만약 가을 최저기온이 

증가한다면 가을에도 매개충 산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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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또한 재선충의 성장기간은 평균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짧아지므

로 유충 → 성충 → 교미 → 산란으로 이어지는 기간의 감소로 인한 개체 

수 증가가 예상된다. 봄 상대습도와 피해율의 양의 상관관계는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매개충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기존연구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 해 전 겨울의 최저기온과 재선충 피해율은 양의 상관관계로 겨울 최

저기온의 상승에 따라 재선충 피해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 해 전 

적설량과 피해율도 양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해 전 겨

울기온과 적설량은 월동유충 생존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충

이 추운 겨울 온도에 노출되지 않으면 생존률이 증가하고, 우화기 성충 밀

도 증가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재선충 확산의 인위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시군구별 인구

를 설정하였으며 인구와 재선충 피해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이동·활동에 따른 피해가 더 크

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구변수는 세부 활동내역과 피해율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3.1.2.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함수 추정치의 평균 한계효과는 <표 3-4>와 같다.

원 추정치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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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계수 표준오차47 P 값

비방제 피해목면적(it) 0.000031*** 0.00000859 0.000

흉고직경: SPT(it) 0.000042*** 0.00000820 0.000

인구 6.91e-09*** 0.000000002 0.000

겨울 최저기온(it-1) 0.000213* 0.000126 0.089

겨울 평균강수량(it-1) -0.000058*** 0.000014 0.000

겨울 상대습도48(it-1) 0.000020 0.000022 0.910

봄 최고기온(it) 0.000333** 0.000146 0.022

봄 상대습도(it) 0.00000089 0.000060 0.988

봄 평균강수량(it) 0.00000088 0.00000696 0.900

여름 최고기온과 그의 제곱: -0.000382** 0.000193 0.048

여름 평균강수량(it) -0.000003740* 0.0000021 0.075

가을 최고기온(it) 0.000092 0.000164 0.574

가을 상대습도(it) 0.000026 0.000100 0.798

가을 평균강수량(it) -0.000017*** 0.000005780 0.003

국유림(i) 0.000102 0.000168 0.544

주 ***, **, *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4>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함수 추정결과(평균 한계효과)

추정결과,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은 겨울 최저기

온과 강수량, 봄 최고기온, 여름 최고기온과 강수량, 가을 강수량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병해충 발생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피해율과 t-1기 겨울 최저기온의 한계효과 및 봄 최고기온의 한계

효과는 양(+)의 부호를 가지는 1차함수 형태이므로, 겨울 최저기온과 봄 

최고기온이 상승할수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름 최고기온은 음의 값을 갖는 2차함수 형태를 띈다. 다른 변수

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7°C에서 피해율에 대한 여름 최고기온의 한계효

47 clustered semirobust standard error.
48 상대습도는 강수량과 일정부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비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상대습도는 대기압, 도시화 등 강수량 외의 요인과도 관

련이 있다(고명찬·이승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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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점차 감소하며, 35°C 이상에서는 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최고기온과 피해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계절

별로 살펴보면 t-1기 겨울 평균강수량,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평균강수량

이 통계적으로 1%, 10%,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 평균강

수량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기온의 상승은 유충의 사망률 감소 및 성충 조기 우

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 시기 확장의 원인이 되며, 매개충 활동과 밀도 증

가는 병해충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추정결과는 병해충 피해 확산 원인 중 하나가 기온의 상승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름기온의 제곱항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높은 여름기온은 매개충의 이동 및 산란활동 둔화로 인해 감염률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연구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량의 감소는 수분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기주 수목의 저항성을 약화

시키며, 이로 인한 병해충의 빠른 확산으로 피해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병해충의 집중공격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여름과 감염증상이 심화되

는 가을, 유충이 기주 수목에서 월동하는 시기인 겨울의 강수량 감소가 병

해충 피해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는 주요 기후변수(여름 최고기온, 여름 평균강수량, 봄 최고

기온, 가을 강수량)의 수준에 따른 한계효과와 그 값의 95% 신뢰구간을 나

타내고 있다. 봄 최고기온이 상승할수록, 여름과 가을 강수량이 적어질수

록 95% 신뢰구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기후변화가 강하게 

나타나 현재와 매우 다른 기후가 발생한다면, 추정치와 모수의 차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2100년까지 평균기온이 4°C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는 RCP8.5 시나리오하에서는 추정치와 모수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비

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64 병해충 피해함수 및 예상 피해율

<그림 3-2> 주요 기후 변수별 평균 한계효과: 참나무시들음병

주: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여름 최고기온,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평균강수량, 봄 최고기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비방제 피해목면적, 흉고직경, 인구 등 기후외 요소도 병해충 피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비방제 피해목 면적이 증

가할수록, 흉고직경이 클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병해충 피해율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방제 피해목이 증가하면 주변 건전한 수목에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공격을 받은 나무는 매개충

의 재침입을 받기 쉬우며, 피해목에서 발생된 페로몬이 매개충을 끌어모아 

주변 수목 또한 공격받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목을 방치하면 주

변 수목의 피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Gan(2004)의 연구에서도 비

방제 피해목과 피해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피해목을 

적절히 관리하면 피해율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흉고직경이 증가할수록 피해율이 증가하는 것은 피해가 주로 대경목에

서 많이 발생한다는 기존연구의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즉 광릉긴나무좀의 

대경목 선호 습성으로 인해 직경이 큰 나무일수록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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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낸다.

인구는 인위적 활동, 도로 등 인프라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접근성·유동인구 등이 증가할수록 병해충 피해율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연구에서도 도로, 등산로, 휴게소 등 유동인구

가 많은 지역의 매개충 밀도가 숲속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매개충의 주광성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과학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드물다. 향후 충분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방제전략 수립에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국유림의 병해충 관리가 도유림이나 사유림보다 충실히 이

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유림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단위가 시군구이기 때문에 

국유림과 도유림·사유림의 표본 개수 차이가 큰 점, 국유림이 사유림에 비

해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점 등으로 인해 국유림의 관리 효과가 적절히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도내의 국유림과 도·사유림의 세부 데이터

를 사용하여 관리체계에 따른 병해충 피해율 차이 등을 연구하는 것도 향

후 과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3.2.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피해율 예측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CP8.5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향후 기후변

화에 따른 미래 병해충 피해율을 예측하였다. 예측은 추정된 계수 값에 미

래 기후 데이터를 적용하여 종속변수(피해율)를 계측하는 방식으로 수행되

었다. 기후변수 외의 변수는 2018년과 동일하다고 설정하거나, 가정을 통

해 미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8년부터 2100년까

지 남한지역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을 구하였다.

인구, 비방제 피해목 면적은 201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향

후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 등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본 연

구는 인구 등 인위적 요인보다는 기후변화와 병해충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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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자 한다. 흉고직경은 국립산림과학원(2012)의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를 참고하여 평균 흉고직경 변화 분을 적용하였다. 즉 2018년 

관찰된 평균 흉고직경에서 10년 단위로 평균 흉고직경 변화 분을 더하는 

방식을 통하여 2100년까지의 흉고직경 변화 분을 구하였다.

<표 3-5>는 예측에 쓰인 기후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일부를 나타낸다.

기상청에서 획득한 RCP8.5 데이터에 따르면 한반도의 계절별 평균기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에는 현재에 비해 평균 4°C 정도 상승할 것으

로 예측된다. 강수량은 매 10년 단위로는 증감을 반복하는 주기성을 보이

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은 2009~2017년 분석에 이용된 국내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분

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침엽수림은 침엽수림 면적과 혼효림 면적의 45%,

활엽수림은 활엽수림 면적과 혼효림의 55%로 가정하였다. 국내 산림자원 

분포도는 침·활엽수림 모두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지역에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경

기도가 타지역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강원지역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모두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상지역은 활엽수림에 비해 침

엽수림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라지역도 침엽수림의 면적이 활

엽수림의 면적보다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봄 평균기온 여름 평균기온 가을 평균기온 겨울 평균기온 

2009~2017 11.21695 23.91849 13.95125 -0.2527483 

2018~2050 12.33724 25.02954 15.22681 1.151882

2051~2070 13.72032 26.5279 16.7232 2.902606

2071~2100 15.43706 28.40163 18.82912 4.679151

연도 봄 평균강수량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평균강수량 겨울 평균강수량 

2009~2017 115.8985 304.518 88.0208 32.53594 

2018~2050 113.8254 314.947 93.93651 44.96347

2051~2070 115.1337 356.4433 104.6786 48.07139

2071~2100 130.0588 327.772 94.27228 61.24678

자료: 저자 작성.

<표 3-5> 남한지역 계절별 평균온도 및 평균 강수량 변화 

단위 °C,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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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분포도

단위: ha

주: 왼쪽: 침엽수, 오른쪽: 활엽수 분포도를 가리킴.

자료: 저자 작성. 

가. 소나무재선충

그림 <3-4>는 모형을 통해 예측된 소나무재선충 미래 피해율을 보여준

다. 2010~2017년은 과거 관측치를 통해 계산된 피해율이며, 나머지 그림

은 모델을 통해 추정된 예측치이다. 현재는 제주도와 남부지역의 피해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부지역의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후반에는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재선충 피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50년 이후 

경북, 전남, 전북지역에서도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51~2070년

에는 충남과 경기도 지역까지 피해 심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90

년 이후는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재선충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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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나무시들음병

그림 <3-5>는 모형을 통해 예측된 참나무시들음병 미래 피해율을 나타

낸다. 2011~2017년은 과거 관측치를 통해 계산된 피해율이며, 나머지는 모

델을 통해 추정된 예측치이다. 현재 참나무시들음병은 주로 수도권과 경기

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향후에도 주 피해지는 수도권과 경기 지

역이나, 기후변화로 피해가 수도권 북쪽으로 북상함과 동시에 동·서해안 

지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2050년대부터 점차 경남지역, 충청도 해안지역 및 전라도 해안지역의 피

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2090년대에는 강원도 해안 일부지역도 피해

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도, 전라도 해안지역의 피해율도 내륙지역

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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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소나무재선충 피해율 예측결과

2010~2017 2018~2050

2051~2070 2070~2100

주: 미래 피해율을 기간당 평균치를 통해 예측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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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 예측결과

2011~2017 2018~2050

2051~2070 2070~2100

주: 미래 피해율을 기간당 평균치를 통해 예측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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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피해율 추정결과, 소나무재선충 피해율과 봄 평균기온, 겨울 최저기온,

여름 평균기온 1차항, 가을 최저기온, 봄 상대습도, 겨울 적설량, 피해율이 

양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평균기온의 제곱항 및 여름 평균

강수량과 피해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평균기온의 상승

은 재선충 피해율을 증가시키지만, 여름 평균기온의 제곱항이 음의 값을 

가짐에 따라 너무 높은 여름기온에서는 재선충 피해율이 감소한다. 한계효

과 곡선을 통해 여름 평균기온 22°C 이상부터는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재

선충 피해율에 대한 여름 평균기온의 평균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27°C 이상부터는 평균 한계효과가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선

충이 주로 여름 평균기온 20°C 이상인 곳에서 발병하나, 너무 높은 여름기

온하에서는 매개충의 이동 및 산란활동 둔화로 인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한다.

여름 동안의 강수량 감소는 수분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등 수목의 저항

성을 감소시켜 재선충에 의한 피해율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별 인구와 재선충 피해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인구가 많고 이

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인위적 감염에 의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함수 추정결과, 겨울 최저기온, 봄 최고기온, 여름 

최고기온 1차항과 피해율은 양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 

평균강수량,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평균강수량, 여름 최고기온의 제곱항과

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 해 전(t-1)의 겨울 최저기온, 봄 최고기온

이 증가할수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름 최고기온의 2차항이 음의 값을 가짐에 따라 너무 높은 여름기온은 피

해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계효과 곡선을 통해 여름 최고

기온 27°C 에서 피해율에 대한 여름 최고기온의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하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35°C 이상에서는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다. 참

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은 소나무재선충에 비해 강수량과의 상관관계가 밀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평균강수량,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평균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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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기후 외 요소

인 비방제 피해목면적, 흉고직경, 인구 등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방제 피해목면적이 증가할수록,

흉고직경이 증가할수록, 인구가 증가할수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이 증가

한다. 추정결과, 소나무재선충에 비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은 매개충 개

체 수보다 기주수목의 건전성, 관리 요소 등 간접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참나무시들음병 예방을 위해 사전관리를 통한 

수목의 건전선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 피해율 예측결과에 따르면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주로 남부지역에 

높게 나타나는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북쪽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

다. 2050~2070년대에는 충남과 경기지역까지 피해 심화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2090이후에는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재선충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참나무시들음병은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북쪽으로 북상함

과 동시에 동·서해안 지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

도 주 피해지역은 수도권과 경기도 일대이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해

안지역의 피해율이 내륙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거 일본에

서 참나무시들음병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던 사례를 미루어 보

아 국내 해안지역 피해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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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1.1. 병해충 피해함수 

재생 가능한 자원에 속하는 산림의 경제성 평가는 수목의 동태적인 변화

와 장기적인 벌채 수령(벌기령)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 한다.

Faustmann(1849)이 최초로 제시한 공식은 이러한 산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모델로 평가된다. 주어진 산림을 목재 생산을 위해 

이용할 때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조림과 벌채를 무한으로 반

복하여 경제성을 측정하는 공식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목재 생산에 따

른 수익이 최대가 되는 벌채 수령(t)을 구하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식 (4-1)

여기서 P는 원목의 시장가격을 나타내며, V(t)는 수령에 따라 변하는 

원목의 재적을 나타낸다. C는 비용을 나타내며, 조림 초기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목재의 경우 연간 자료를 이용하므로 불연속(discrete) 함수의 형태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옳지만, 분석의 편리성과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함의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속함수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많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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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도 연속함수로 가정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Macpherson et

al. 2016, 2017; Alavalapati et al. 2007).

위 문제는 아래 식 (4-2)의 양변이 같은 값을 가질 때 벌채하면 최댓값을 

가질 수 있다. 즉 성장률보다 약간 작은 값과 할인율보다 약간 큰 값이 같

아지는 시점이다.

 
 ′


   


식 (4-2)

병해충을 고려한 산림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대

(rent)를 고려한 1 벌기령 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병해충이 매 

벌기(rotation period)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식 (4-3)

여기서 a는 목재 벌채 이후(t기 이후) 매년 산림에서 발생하는 최대 수익

을 나타낸다. 산림 경영을 지속할 경우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

하면 그 값은 Faustmann 목적함수의 값을 연간 단위로 나타낸 것이 된다.

위의 식을 t에 대해 1차미분하면 최적 벌기령은 아래의 식 (4-4)를 만족

하게 된다. 즉 목재의 생장률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값이 연간 지대(rent)

를 목재 수익으로 나눈 값과 같아지는 시기에 벌채하는 것이 최적이다.


′

  


식 (4-4)

식 (4-3)은 단위 면적에 대한 벌기령 모델이므로 면적 변수(L)를 생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정한 면적의 산림에서 병해충 감염에 따른 목재 

생산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면적 변수를 포함하여 나타낼 수 있다

(Macpherso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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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5)

전체 면적 L을 N개의 소면적으로 동일하게 분할하고, Li(t)는 병해충 감

염 상태를 감안한 소면적의 합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Li(t)는 

병해충에 의해 목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이 된다(Macpherson et al.

2016).

  
  



    
  



  ≤  ≤  식 (4-6)

ρi는 병해충 감염 정도를 나타내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 값이 1일 경우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해충이 목재 생산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ρ값이 0을 가지는 소구역은 병해충의 영향

으로 목재 생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생산면적에서 제외된다. 병해충의 종

류에 따라 ρ값이 다르게 나타나며, 재선충의 경우 감염목을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ρ값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식 (4-5)를 시간(t)에 대해 1차미분하면 최적 벌기령을 가지는 조건

이 아래 식 (4-7)과 같이 나타난다. 생장률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값이 목재 

생산이 가능한 면적(Li(t))의 변화와 지대(aL)를 목재 수익으로 나눈 값을 

목재 생산 가능 면적으로 나눈 값과 같아지는 시기에 벌채하는 것이 최적

이다.


′

  
 




  


 식 (4-7)

병해충의 피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면적, 즉 목재 생

산이 가능한 면적은 줄어들기 때문에 dLi(t)/dt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식 (4-5)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예방 활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

정한 것이다. 방제 및 예방 활동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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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추가하고 변화된 목재 생산량을 고려해야 한다.




       




    


∞

  식 (4-8)

여기서 D(.)는 방제 및 예방 비용을 나타내며, 이 비용은 앞서(예산과 병

해충 발병과의 관계) 살펴본 바와 같이 I(t)(감염면적)의 함수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미분을 통하여 최적화 조건을 도출하면 아래 식 (4-9)와 같다. 즉 방제 

및 예방을 하지 않을 경우(식 (4-7))보다 우변의 값이 목재 수익에 대한 방

제 및 예방 비용만큼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식 (4-9)

방제 및 예방을 실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제외하면 최적 

해를 가지는 조건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목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Li(t), Lc(t))의 차이로 인해 최적 조건과 목적 함수의 값이 달

라진다.

병해충 발생지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산림 면적을 병

해충 감염 가능면적(S(t))과 감염면적(I(t)) 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전체 면적 L은 S(t)와 I(t)의 합(L=S(t)+I(t))이 된다. 병해충에 영향을 받아 

목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면적 Li(t)를 병해충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

한 목재를 생산하는 면적으로 나타낼 경우, 아래 식 (4-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Macpherson et al. 2016).

        식 (4-10)

여기서 우측의 괄호 안 수식(L-S(t))은 감염면적(I(t))을 나타낸다. S(t)는 

식 (4-6)에서 시간 t의 ρ 값이 1인 경우, 즉 해당 병해충이 목재 생산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만약 ρ 값이 0일 경우, 즉 병



병해충 피해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77

해충 감염의 영향으로 목재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Li(t)는 S(t)와 같아진다.

따라서 목재 생산 면적은 병해충 감염 가능면적(S(t))과 같아진다.

이에 반해 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예방이 적용될 경우, 산림 면적은 병

해충 감염 가능면적(S(t)), 방제 면적(T(t)), 감염 면적(I(t)) 등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즉 L은 S(t), T(t)와 I(t)의 합(L=S(t)+T(t)+I(t))이 된다.

       

여기서 방제 면적(T(t))은 병해충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운 면적으로 목재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방제면적은 감염면적

에 선형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면(T(t)=αI(t))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4-11)

ρ가 0일 경우 목재 생산 면적은 병해충 감염 가능면적과 방제 면적의 

합으로 나타난다.

1.2. 목재와 비목재(Non-timber) 경제적 영향 평가

나무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목재만 고려할 경우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

았다. 이에 더하여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호,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 등

의 비목재 경제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환경 지불금(Green

payment)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였다(Macpherson et al. 2017). 비목재 수익

을 포함하는 산림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병해충을 고려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지대(rent)를 포함하는 1

벌기령 모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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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12)

여기서 G(L)은 환경 지불금을 나타내며, 산림면적의 함수라 가정하였다.

식 (4-12)의 최적화 조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식 (4-13)

식 (4-6)에서 병해충에 의해 목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 면적을 Li

로 표기하였다. 여기서는 목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을 LTB
i로 나타내

고 비목재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면적을 LNTB
i로 표기하였다. LNTB

i는 전

체 면적(L)을 n개의 소구역으로 분할할 경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식 (4-14)

따라서 병해충 영향을 고려하고 비목재 경제성을 포함하는 목적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식 (4-15)

환경 지불금을 나타내는 G(LNTB
i(t))가 비목재 수익을 창출하는 면적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값은 단위 면적당 지불금과 LNTB
i를 곱한 값으

로 계산할 수 있다. 단위 면적당 환경 지불금을 g라 할 경우 총 환경 지불

금은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위의 식을 시간(t)에 대해 1차미분하면 최적 벌기령을 가지는 조건은 아

래 식 (4-16)과 같다. 생장률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값은 목재 생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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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적(LTB
i(t))의 변화, 지대(aL)를 목재 수익으로 나눈 값과 환경 지불금 

총액을 벌기령으로 미분하여 나타낸 현행가치(current value)를 목재 수익

으로 나눈 값을 목재생산 면적으로 나눈 값과 같아지는 시기에 벌채하는 

것이 최적이다.



′
  

 





  














   식 (4-16)

마지막으로 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예방이 포함될 경우, 목적함수는 식 

(4-17)과 같이 나타난다.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및 예방 조치 비용과 연

간 제공되는 비목재 가치, 그리고 벌채시기에 발생하는 목재 가치 등의 현

재 가치가 최댓값을 가지는 벌기령(t)을 찾는 것이다.





    






    



∞

  식 (4-17)

위 식을 만족하는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식 (4-18)

식 (4-10)과 같이 병해충에 영향을 받은 산림면적 LTB
i(t)와 LNTB

i(t)는 아

래와 같이 병해충이 없는 산림에서 동일한 목재를 생산하는 면적 및 동일

한 비목재를 생산하는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4-19)


        식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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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방제 및 예방이 포함될 경우 그 면적은 식 (4-11)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식 (4-21)


        

  
식 (4-22)

2. 경제적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베이스라인으로 목재 및 비목재 수익을 포함하

는 식 (4-12)를 선정하였다. 병충해의 영향에 따른 산림경영수익의 변화를 

추정하고 베이스라인과 비교하기 위해 병해충의 영향을 포함하는 식 

(4-15), 병해충과 방제 및 예방 비용을 포함하는 식 (4-17)을 이용할 예정이

다. 이들 모델을 이용한 수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재적 생산함수,

시간에 따른 병해충 감염면적의 변화, 감염비율, 방제 및 예방 비용, 연간 

지대(rent), 원목 가격, 벌채 및 조림 비용 등이다. 분석을 위한 대부분의 자

료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병해충 감염 면적은 병해

충 문제에서 주로 이용되는 SI 모델(Susceptible-Infected Model)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전체 산림 면적(L) 가운데 감염 가능한(Susceptible) 면적

을 S(t)라 하고 감염된 면적을 I(t)라 놓으면 SI 모델은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Macpherson et al. 2016).




    식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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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24)

여기서 p는 초기 외부로부터 감염된 면적49을 나타내며 β는 2차 감염

률, 즉 산림 내에서 퍼지는 병해충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론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병해충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산림 면적

(L)은 S(t)와 I(t)의 합으로 나타나며, 시간에 따른 S(t)의 변화는 아래와 같

이 표기된다.




      식 (4-25)

위의 미분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 변수분리형 모델을 적용하면 S(t)는 

아래 식 (4-26)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식 (4-26)

식 (4-7)에서 최적 벌기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Li(t)와 dLi(t)/dt의 값을 구

해야한다. 식 (4-10)에서        로 나타나며, 위의 식

(4-26)에서 구한 S(t)와 ρ를 대입하여 Li(t)와 dLi(t)/dt를 구할 수 있다. 만

약 ρ=0이라면50 Li(t)와 dLi(t)/dt는 S(t)와 dS(t)/dt와 같아진다. 비목재 수

익(NTB) 면적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ρ를 σ로 대체하면 된다.

한편 방제 및 예방을 수행하는 모델의 경우(산림 면적(L)을 S(t), T(t),

I(t)로 구분) SI 모델로 표현하면 시간에 따른 S(t)의 변화는 아래 식 (4-27)

과 같이 표기된다.

49 단위 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감염비율을 나타내며, 주어진 대상 면적을 곱하여 

감염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50 이 경우, 병해충의 영향으로 감염지역의 목재 생산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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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27)

마찬가지로 S(t)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 (4-27)을 변수분리형 모델에 적용

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식 (4-28)

식 (4-21)에 S(t)(식 (4-28))와 ρ를 대입하여 LTB
c(t)와 dLTB

c(t)/dt를 구할 

수 있다. 만약 ρ=0이라면51 LTB
c(t)와 dLTB

c(t)/dt는 아래와 같아진다.


      

  




 

    






비목재 수익(NTB) 면적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 (4-22)와 같이 

ρ를 σ로 대체하면 된다.

재적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대신 실제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국립산림과학원 2012)의 수령별 재

적을 적용하였다.52 원목 가격(천 원/㎥), 조림 비용(천 원/ha) 및 육림 비용

(천 원/ha) 등은 민경택 외(2017)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 면적을 100ha

로 설정하였는데, 이 면적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원 가운데 우수독림가가 

소유하는 최소 면적에 해당한다.

병해충은 수령 10년 이후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재선충병의 경우 

51 이 경우, 병해충의 영향으로 감염지역의 목재 생산은 0이 된다.
52 5년 단위로 제시된 재적(㎥/ha)을 정기평균생장량(㎥/ha)을 적용, 연간 재적으로 

환산한 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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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H(가슴높이 지름) 10㎝ 이상의 나무에 대해 예방을 위한 수간주사를 

주입하며, 이 때 수령은 약 15~20년이 된다.53 참나무시들음병의 경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간이 큰 나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예방 및 처

리비용의 발생 시점이 현재가치 계산의 기준 시기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

이 적어진다. 따라서 병해충의 발생 시점을 수령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현

실과 동떨어지지 않으며 병해충 예방 및 방제 비용의 영향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기간이라 판단된다.

2.1. 재선충병

재선충병 분석을 위하여 대상 수종으로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

무, 잣나무 등 세 종류로 정하고 이들 수종에 대한 임분수확표를 이용하였

다.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파라미터는 <표 4-1>과 같이 설정하였다. 할

인율은 3%로, 환경지불금 10만 원/ha로 가정하였다. SI 모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p는 초기 외부로부터 감염된 면적을 나타내며 β는 2차 감염률,

즉 산림 내에서 퍼지는 병해충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선충병 발병

지역의 자료가 존재하는 2010년을 기준으로 면적(ha)당 p(p/L)값을 산정하

였는데 그 값은 0.00054로 추정되었다. β 값의 경우 SI 모델(식 (4-24))을 

이용하였는데, 2011~2017년 재선충병 발병지역의 피해면적(I(t))과 감염가

능 면적(S(t))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평균값은 0.002로 나타났다.

식 (4-19)~(4-22)에 나타난 ρ와 σ는 감염지역의 목재 이용 가능 비율과 

비목재 이용 가능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두 계수 

모두 0으로 가정하였다. 즉, 재선충병이 감염된 나무의 경우 목재와 비목

재의 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53 산림청. 20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국립산림과학원. 2012. �임목재적바

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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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잣나무

원목시장가격 천 원/㎥ 109.1 109.1 89.1

조림비용 천 원/ha 7,415 7,415 6,066

벌채비용 천 원/ha 16,109 16,109 16,109

환경 지불금 천 원/ha 100 100 100

할인율 % 3 3 3

p 0.00054×L 0.00054×L 0.00054×L

β 0.002 0.002 0.002

ρ 0 0 0

σ 0 0 0

방제비용 천 원/ha 900 900 900

고사목처리비용 천 원/ha 3,500 3,500 3,500

면적(L) ha 100 100 100

<표 4-1> 벌기령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종별 벌기령과 목적함수의 값을 구하면 <표

4-2>와 같다. 병해충이 없을 경우 목재 및 비목재의 가치를 고려한 벌기령

이 55~8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해충이 발병했을 때,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할 경우 벌기령은 49~61년 정도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기령은 32~34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이 발생할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벌기령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림 

병해충에 의한 목재 및 비목재 수익의 감소분이 벌채시기 연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병해충이 없을 경우보다 빨라지는 것이다. 그

러나 병해충에 대한 방제가 적용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벌기령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조건(파라미터)하에서 목적함수의 값으로 나타나는 산림경영수

익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진다.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목적함수의 값이 현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병해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병해충 방제 및 예방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목적함수의 현재가치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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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비목재 가치 병해충 발병 병해충 방제

벌기령 현재가치 벌기령 현재가치 벌기령 현재가치

강원지방소나무 64 -225,283 32 -771,220 54 -302,395

중부지방소나무 55 -308,987 32 -810,831 49 -422,267

잣나무 80 -334,826 34 -919,456 61 -444,521 

<표 4-2> 소나무재선충 감염에 따른 벌기령 변화 분석 결과

단위: 년, 천 원

자료: 저자 작성.

2.2.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시들음병 분석을 위하여 역시 임분수확표(국립산림과학원 2012)

를 이용하였으며, 대상 수종으로는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세 

종류를 가정하였다. 베이스라인 설정을 위한 파라미터는 <표 4-3>과 같이 

가정하였다. SI 모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p는 초기 외부로부터 감염될 

면적을 나타내며 β는 2차 감염률, 즉 산림 내에서 퍼지는 병해충의 비율

을 나타낸다. 참나무시들음병의 자료가 존재하는 2010년을 기준으로 면적

(ha)당 p 값을 산정하였는데 0.00087인 것으로 추정된다. β 값의 경우 SI

모델(식 (4-24))을 이용하여 추정한 값으로 2012~2017년 피해면적(I(t))과 

감염가능 면적(S(t))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평균값은 0.0017인 것으

로 나타났다. 식 (4-19)~(4-22)에 나타난 ρ와 σ는 감염지역의 목재 이용 

가능 면적과 비목재 이용 가능 면적을 각각 나타낸다. 계산의 편리를 위하

여 두 계수 모두 0.5로 가정하였다. 즉, 재선충병과 달리 참나무시들음병에 

감염된 나무의 경우 목재와 비목재의 가치를 절반 정도 잃어버린다고 가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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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원목시장가격 천 원/㎥ 83.5 83.5 83.5

조림비용 천 원/ha 8,339 8,339 8,339

벌채비용 천 원/ha 16,109 16,109 16,109

환경지불금 천 원/ha 100 100 100

할인율 % 3 3 3

p 0.00087×L 0.00087×L 0.00087×L

β 0.0017 0.0017 0.0017

ρ 0.5 0.5 0.5

σ 0.5 0.5 0.5

방제비용 천 원/ha 980 980 980

고사목처리비용 천 원/ha 2,200 2,200 2,200

면적(L) ha 100 100 100

<표 4-3> 벌기령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자료: 저자 작성.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에 대한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벌기령인 44~70

년보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기령은 33~44년으로 나타나 줄어드는 폭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적함수의 값은 모든 경우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현 상태에서는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이 발병할 경우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목적함수의 값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병해충 

방제 및 예방에 따른 비용보다 병해충으로 인한 목재 및 비목재 손실 비용

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해충 피해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87

목재+비목재 가치 병해충 발병 병해충 방제

벌기령 현재가치 벌기령 현재가치 벌기령 현재가치

굴참나무 44 -352,830 33 -462,166 41 -378,795

상수리나무 70 -383,332 44 -658,351 59 -478,286

신갈나무 67 -382,364 36 -575,852 54 -436,174 

<표 4-4> 참나무시들음병 감염에 따른 벌기령 변화 분석 결과

단위: 년, 천 원

자료: 저자 작성.

3. 모의실험(Simulation)

이상의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모형에 적용하였던 파라미터의 변화가 벌

기령과 목적함수 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재선충의 경우 강원지방소나무, 참나무시들음병의 

경우 굴참나무에 대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3.1. 원목시장가격 

원목시장가격이 90천 원/㎥에서 160천 원/㎥으로 높아질수록 모든 경우

의 벌기령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목 가격이 올라갈수록 재선충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벌기령은 33년에서 30년으로 짧아진다. 재선충에 

대한 방제와 예방을 취할 경우 벌기령은 원목가격 상승에 따라 57년에서 

48년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 목

재를 통한 수익 실현을 앞당기려는 산주들의 심리 때문인 것이다.

목적함수의 값, 즉 산림경영에 따른 수익은 원목가격과 함께 올라가지만 

가격이 160천 원/㎥(벌기령 53년) 정도에서 재선충 감염이 없을 경우에 한

하여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목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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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원목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강원지방소나무 경영수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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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굴참나무의 경우에도 원목시장가격이 상승함(80~200천 원/㎥)에 따라 

벌기령은 병해충이 없을 경우 45년에서 31년으로, 병해충 감염 후 조치가 

없을 경우 33년에서 28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할 경우 벌기령의 변화는 병해충이 없을 경우와 비

슷하게 나타나며, 원목 가격이 180천 원/㎥이상에서는 두 경우의 벌기령이 

같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 감염으로 인해 산림경영 수익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방제 및 예방을 적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목적함수의 값은 높

아지면서 병해충이 없는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 160

천 원/㎥ 정도에서 세 경우의 목적함수 값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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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원목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굴참나무 경영수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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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2. 환경 지불금 

본 분석에서는 산림에 대한 지불금이 산주들에게 지불되며 그 금액은 

10만 원/ha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금액을 이용하여 분석한 베이스라인의 

경우 벌기령 64년, 32년(재선충 감염), 54년(감염 후 방제 및 예방 조치)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은 환경지불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을 경우에 벌기령과 산

림경영수익의 변화를 나타낸다.54 벌기령의 경우 지불금액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불금액이 높아질수록 산림을 보전

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해충 감염 후 조치를 취할 경우와 

취하지 않을 경우의 벌기령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54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 벌기령이 환경지불금 400천 원/ha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령 80년 이후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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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수익도 재선충 감염 후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할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와 예방을 실시

할 경우 지불금액 300천 원/ha 정도에서 산림경영수익이 양의 값으로 전환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천 원/ha 정도에서 양의 수익

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수리나무의 경우 환경지불금의 상승에 따른 벌기령의 변화가 소나무

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예방 활동을 통하여 벌기령

을 늘릴 수 있으며, 따라서 산림경영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병해충이 없을 경우 환경지불금을 포함한 산림경영수익이 양의 값을 갖

기 위해서는 약 300천 원/ha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해충에 대

한 방제와 예방을 실시할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의 지불금으로 양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그림 4-4>.

<그림 4-3> 환경지불금액에 따른 강원지방소나무 경영수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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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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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환경지불금액에 따른 상수리나무 경영수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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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3. 기후변화 

앞서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 발생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재선충병 및 참나무시들음병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매개충의 서식환경이 호전되고 기주의 건전성이 약해지면서 병해충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제3장에서는 실제 자료와 기후변화 

자료(RCP8.5)를 이용하여 병해충의 피해율을 예측하였는데, 재선충병뿐만 

아니라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가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율이 높

아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피해율 변화는 산림의 경제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 발병률에 해당하는 β 값이 변하

면서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식

(4-24)를 적용하여 미래의 β 값을 추정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최적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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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만족하는 벌기령과 이때의 목적함수 값, 즉 목재와 비목재의 가치를 

포함한 산림경영수익의 현재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자료는 제3장에서 추

정한 피해면적과 산림면적을 이용하였다.55

식 (4-24)를 이용하여 도출한 β 값을 기후의 평년값 추정 기간인 30년

씩 묶어서 평균낸 값이 <표 4-5>에 나타나 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β 값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간 2011~2040 2041~2070 2071~2100

β 값 0.0031 0.0046 0.0088

<표 4-5> 기간별 재선충 발병률(β) 변화

자료: 저자 작성.

한편 β 값 상승에 따른 벌기령과 목적함수 값(수익)의 변화를 나타내면 

<그림 4-5>와 같다. 벌기령의 경우 베이스라인 값인 32년(병해충 감염)과 

54년(병해충 방제)에서 각각 11년 및 18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 손실 또한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병해충에 

감염되어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와 취할 경우의 수익 표준

편차가 각각 484백만 원, 403백만 원으로 병해충이 없을 경우보다 매우 커

지는 것을 알 수 있다.56 따라서 병해충 감염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

해서는 수익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예방 

조치도 그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다.

55 피해가 나타난 지역의 자료만 활용하였다.
56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적 성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수익의 편차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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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재선충 발병률(β) 변화에 따른 경영수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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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도 β 값을 도출하였으며, 기후의 평년값을 추

정하는 30년으로 묶어 평균한 값이 <표 4-6>과 같다.

기     간 2012~2040 2041~2070 2071~2100

β 값 0.0016 0.0023 0.0044

<표 4-6> 기간별 참나무시들음병 발병률(β) 변화

자료: 저자 작성.

소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β 값 변화에 따라 벌기령은 짧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익의 변화가 재선충병보다는 적지만 병해충 감염 후,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300백만 원) 조치를 취하는 경우(90백만 원)

보다 편차가 커진다(300백만 원, 90백만 원). 따라서 방제 및 예방을 통해 

수익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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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참나무시들음병 발병률(β) 변화에 따른 경영수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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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4. 감염목 이용률(ρ, σ) 변화

병해충이 발병할 경우 목재 및 비목재(환경재) 생산에 미칠 영향을 나타

내는 계수 ρ와 σ의 변화가 벌기령 및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재선

충의 경우 모든 고사목을 폐기하여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나, 참

나무시들음병의 경우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굴

참나무를 대상으로 위의 계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 베이스

라인과 같이 ρ와 σ의 값이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염목의 이용률이 낮을 경우, 즉 병해

충이 목재 및 비목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병해충 감염 후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의 감소가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할 

경우에 비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그 차

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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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감염목 이용률(ρ, σ) 변화에 따른 굴참나무 경영수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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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5. 시사점 

산림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이 양의 값을 가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산림의 다양한 가

치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조건 아래에서는 목재 및 비목재 생산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벌채 이후 해당 산지를 아

무런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영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병해충 감염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감염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더욱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방제 및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고 할 수 있다.

환경지불금의 경우, 목재가격과 달리 금액이 올라갈수록 벌기령이 늘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병해충에 감염될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는다면 환경지불금을 통한 벌기령 연장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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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할 경우 벌기령 연장 효과는 병해충이 없

을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감염목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용률 변화는 산림경영수익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이용률이 높으면 병해충 방제 및 예방에 대한 조치를 미처 취

하지 못하였더라도 산림경영수익의 악화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의 발병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산림병해충의 발병 확률은 경영소득의 감소를 더욱 

심화시키며, 불확실성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제 및 예방 조

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안정성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 상태(B=0.002)의 자료를 이용한 <그림 4-1>의 산림경영수익보다 

기후변화 이후(B=0.0088)를 가정한 <그림 4-8>의 경영수익이 훨씬 나빠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재선충 감염 후 방제 및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의 차이도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가 일어날 

경우 병해충에 감염되면 벌기령은 더욱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기후변화 후(2071~2100년) 원목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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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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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제와 예방이 요구되며, 추가적인 소득 안정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병해충과 관련하여 현재보다 산림경영 

소득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상황에서는 원목가격 상승, 환경지불

금 제고 등 경제적 지원의 효과가 더욱 미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산주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안정화하는 방향의 정책은 기후변화가 시

작되기 전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용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병해충관리 기본방향과 대응과제 제5장

1. 기후변화의 영향

병해충은 기후와 매개충, 병원체, 기주, 그 밖의 외부 요소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각 병해충별, 대상 수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기

후변화의 영향이 모든 병해충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영향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가. 서식 적합지 확장 및 새로운 기주 수목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에 유리한 환경여건이 조성되고, 이러

한 환경에 병해충이 적절히 적응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식 적합지가 확장

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지역에 집중되었던 피해가 점차 전국 권역으로 확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주수목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솔수염하늘

소의 활동 무대는 주로 전라남도와 경상도 남부지역이며, 북방수염하늘소

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 북·중부지역이다. 그러나 솔수염하늘소의 분

포지역이 점차 북상하고, 북방수염하늘소가 남부지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매개충 혼생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솔수염하늘소의 북상은 기후변화로 인

한 서식 적합지 확장으로 예상된 바가 있으나, 경주 등 남부지역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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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북방수염하늘소는 인위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경북일보 

2015). 향후 기후변화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피해율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

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잣나무57와 소나무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서식 적합지가 전국 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피해 수종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미국의 호두나무가지 딱정벌레가 북부지역으로 서식지를 확

장하면서 Black walnut 등 새로운 기주수목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미루

어 보아 신규 수종 피해 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충 사망률 감소 및 활동시기 확대로 인한 매개충 개체 수 증가

분석결과 유충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겨울 최저기온, 유충의 조기 우

화 및 활동 시기 확장과 관련이 있는 봄·가을 평균기온이 피해율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 강수량 등 

수목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피해율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변화로 봄·가을·겨울 평균기온의 상승이 예

측되며, 매개충 개체 수 증가 및 활동시기 확장이 예상된다. 특히 건조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등 병해충에 유리한 기후 조건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

면 피해율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

다. 신규피해지 발생

겨울 기온이 매우 낮은 강원도 대관령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선

충병·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겨울 기

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혹한 지역 및 고산지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57 국유림 기준 국내 전체 잣나무의 11.5%가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유림지

역의 잣나무는 경기도 26.3%, 강원도 25.5%, 경북 7.3%, 충북 5.9% 등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김재욱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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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오대산 국립공원 경계와 직선거리로 10km, 대관령 소나무 숲에

서 7km 떨어진 지역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 세 그

루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중앙일보 2005). 대관령 등지는 우량 소나무가 

서식하는 곳으로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

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나무재선충은 이미 휴전선 인접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까지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기도 파주

시 북쪽 지점에서 2017년 8본의 감염목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연천군 북

쪽에서 2015년 6본의 신규 감염목 발생 후 2017년 48본으로 크게 증가하

였다. 민간인 통제지역과 비무장지대 일부 지역에서 재선충이 발견됨에 따

라 북한으로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과 임업 기반이 취약

한 북한에 재선충이 퍼진다면 북한지역 침엽수의 전멸로 귀결될 수 있다

(유의주 2017).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 예측 결과에 따르면 2050년대 이후 서해안 지역

과 동해안 남부 지역에 신규 피해 발생이 전망된다. 1990년대 일본의 참나

무시들음병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례를 미루어 보아 국내 해

안지역의 발생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라. 산림경영소득 악화

기후변화로 병해충의 발병이 심해질 경우 산림경영에 따른 수익은 병해

충이 없을 경우보다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방제한 경우보다 산림경영수익이 더 빠르게 하락하며,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 병

해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방제와 예방이 필요하

며, 수익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사후방제뿐 아니라 

사전방제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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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 방향 및 대응과제 

2.1. 병해충 관리 기본방향

피해함수 추정과 미래 피해율 예측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산림병해충 피해율이 증가하고 피해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또한 경제성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 증가가 산림경

영수익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나타났다. 정부의 산림병해

충 방제가 현재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의 병해충 방제는 주로 발생 후 조치에 초점을 맞춰 왔다. 안정적 

방제 예산이 확보되기보다는 당기(當期)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차

기(次期) 방제계획 수립 후 예산 및 필요 인력을 배정하는 등 사후적 조치

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예산에 따라 병해충 피해율이 

증감 하였다. 즉 예산 집중 투입 후 일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이후 예산 감

소로 인해 피해율이 다시 높아지는 등 불규칙적인 방제 성과를 초래했다.

기후변화로 병해충에 의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손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제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후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사전대응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개별 산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

림의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개별 산주들의 산림관리에 대한 동기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도 산림병해충 관리의 주체는 산주이지만, 낮

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산림을 방치하는 산주가 많아 정부가 실질적인 방

제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정부 주

도의 관리만으로는 비용과 인력 등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주들이 병해충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

질적 방제의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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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동기는 규제를 통한 방법과 경제적인 유인 수단을 적절히 혼합

하여 적용한다면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병해충 관리 대응과제 

2.2.1. 사전대응 강화

가. 중점 관리대상 파악

병해충의 목표가 되기 쉬운 임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흉고직경과 피해율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

로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이 주로 대경목을 선호한다는 기존연구의 결

과 또한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수령이 높고 흉고직경이 큰 나무가 우선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고목이 많은 오래된 숲일수록 관심을 두고 관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충으로 인해 1900년대 초반 대비 소나무의 90%가 사라진 일본은 

현재 재선충 방제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손진석 2014). 그러나 역사 

유적지, 해안가 방풍림,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하며, 아키타 현 등 재선충 북방 한계선에 6km 범위의 주 관찰 지역을 

조성하는 등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데일리 대한민국 2007).

국내에서도 역사 유적지 등 중점 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방제 및 

엄격한 소나무의 이동 통제 등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수목의 건전성 제고

모형 추정결과, 기주수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이 참나무시들

음병 피해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재선충에 비

해 참나무시들음병은 상대적으로 전염성이 낮고, 고사율도 20%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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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편이다. 따라서 참나무시들음병은 수목이 건강할 경우 자체 면역기능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제와 함께 수목의 수분 관리와 숲 가꾸기 

등 자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수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수분 스트레스이므로 

건조한 기후가 발생할 경우 수분 공급 등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남부지역 등 신규 발생지로 예측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 수목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숲 가꾸기를 통

해 건강하고 우량한 숲을 만드는 노력에 힘써야 한다.

다. 수종 개발 및 교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병해충 저항성 증진

미래 피해율 예측결과, 참나무시들음병에 비해 소나무재선충의 피해율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나무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해충에 보다 강한 수종을 발굴하고 점

차 교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산림은 1970년대 이후 조성된 2차 복구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

랜 자생 기간 동안 병해충과 공진화하여 면역력을 획득한 경우가 많지 않

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과 제주도의 높은 소나무재선충 

발생률은 20세기동안 진행된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남부지역이 더 이상 

침엽수 생육의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성

된 소나무 숲이 부적절한 기후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병해충에 매우 취약

해졌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동근(2014)의 연구에 따르면 RCP8.5 기후 시나리오하에서는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속도에 비해 기후대 이동속도가 빨라져 침엽수림과 혼효림

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록 활엽수림, 낙엽 활엽수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종을 발굴하여 남부지역을 시

작으로 소나무와 점차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선단지58 등은 적극

58 선단지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외곽의 확산 우려 지역을 의미한다(산림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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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종 교체를 실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985년 재선충

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만은 소나무 대신 삼나무를 심거나 차밭으로 바꾸

는 등 적극적인 수종 교체를 수행하였고, 중국에서는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의 이동반경이 3km인 점을 감안하여 소나무를 아예 없애버린, 폭 4km, 길

이 100km의 무송(無松)벨트를 조성하였다(손진석 2014). 일본에서도 소나

무 재선충의 북방한계선인 아키타 현과 아오모리 현 경계지점에 3km의 무

송벨트를 조성하여 재선충의 확산을 막은 바 있다(데일리 대한민국 2007).

기후변화로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현재처럼 고사목을 찾아 제거

하는 방식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큰 피해를 입혔

던 솔잎혹파리 등이 천적 발견 및 방제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감소하였듯,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재선충 백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소나무재선충 연구의 70%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등(매일경제 

2018), 국내 관련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농약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지원금이 필요한 만큼 방제정책 수립 시 

R&D 등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매개충과 감

염 수종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 중국·일본 등의 국가와 적극적인 연구 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 실무진들 간의 교류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라. 환경지불금을 통한 외부성 제거

병해충관리는 양의 외부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개별 산주가 병해충관리

를 충실히 한다면 감염 확산 방지 등으로 주변 산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건강한 숲으로 인한 경관효과, 정서효과, 탄소 흡수 효과 등을 

다수의 국민들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의 외부효과로 인해 별도의 관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

는 등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수요와 사적 수요의 불일치로 인

한 과소 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재처럼 산림경영수익이 지극히 낮

은 상태에서는 과소 공급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는 목재 및 비목재 생산을 모두 고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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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병해충 감염이 수익을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방제한 경우보다 산림경영수익이 더 빠르게 하락함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병해충 예방을 위한 동기 유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산주들이 산림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지가 상승 등으로 더욱 큰 편익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환경지불금 등을 통해 산주들의 산림수익이 증가한다면 긍정적 외부

성에 대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인해 병해충관리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환경지불금액과 지불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불금액과 지불방안 등 세부

전략은 본 연구의 범위를 초과한다.59 그러나 병해충 환경지불금의 기본 

방향은 산주의 산지 전용을 통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을 줄

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정 피해율 목표를 산정하고, 이를 엄수할 

시에만 지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59 환경지불금 지급방안과 관련하여 Mendelsohn et al.(2017)은 산림 탄소 흡수량 

증진을 위해 개별 산주들에게 임대료 지급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향후 구체적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산주들에게 

DICE 모델에서 계산된 최적 탄소 가격만큼을 임대료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

며, 또한 10년 간의 탄소 저장치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매 10년마다 갱신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Faustmann 최적 수령을 

초과한 임목에 추가적으로 저장되는 탄소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지불하는 옵션

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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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후대응 보완

가. 고사목 처리 강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함수에서 비방제 피해목 면적과 피해율에 나타난 

양의 상관관계는 피해율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 피해목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매개충을 끌어들여 주변 수목에 피해

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고사목 베기, 끈끈이롤트랩 등 시기 적절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전염성이 매우 높은 소나무재선층은 감염목 발견 시 즉

각적으로 벌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인위적 확산방지

피해함수 추정결과,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모두 인구변수와 

피해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인구변수는 인위적 요인을 대표하는 

대리변수로, 두 병해충 모두 인위적 요인에 의한 피해율 확산 가능성을 제

시한 것이다. 현장 방문, 기존연구 참조 등을 통해 재선충 확산을 야기하는 

주요 인위적 요소가 사람에 의한 피해목 이동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기후

요인에 의한 확산은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우나 인위적 확산

은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방제특별법 등 감염목 밀반출 시 엄중한 처벌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고령(高齡)의 지역 주

민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나무를 무단 방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주민

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대한 위험성과 처벌의 

엄중함 등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벌채목은 훈증처리보다는 벌채 후 파쇄, 소각 등을 통해 감염목 이동 가

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훈증처리보다는 파쇄를 일반



108 병해충관리 기본방향과 대응과제

적인 감염목 처리방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장비 부족 현

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비 보완을 통해 고사목 처리를 차질없이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

참나무시들음병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요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

지지 않았다. 도로 인근, 휴게소, 등산로 등에서 매개충의 밀도가 높게 나

타나는 원인으로 매개충의 주광성 등이 언급되지만, 연구를 통해 자연·사

회과학적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벌

채, 건설 등으로 인해 병해충이 증가한 사례가 제시된다. 참나무시들음병

이 주로 수도권과 경기도지역에 집중되는 이유가 도시화와 개발에 따른 벌

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 감염목 활용 범위 확대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감염목의 이용률 변화는 산림경영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감염목의 활용을 늘릴 수 있다면 병해충 방제 조치 

유무에 상관없이 산림경영수익의 악화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

염성이 높은 재선충병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감염목 

활용보다는 파쇄·소각 등이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염성과 고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나무시들음병은 감염목 및 고사목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훈증한 고사목은 찜질방의 장작, 톱밥 등으로 이용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우드칩, 목재 펠릿 등 다방면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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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피해의 영향을 계측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병해충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을 고려한 피해함수를 수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율과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다. 해충별 발생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 Cobourn et al.(2011), 김용준 외(2015) 등의 연구에서 이용된 구조적 

피해 함수를 수립하였고, 비율 종속변수인 피해율(D)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선형 패널 프로빗 모델과 GEE를 이용한 추정법을 도입하였다. 또

한 관찰되지 않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반영하기 위해 Mundlak(1978)

과 Chamberlain(1980)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패널당 평균치를 모형 내에 

추가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봄 평균기온, 겨울 최저기온, 봄 상대습도, 겨울 적설

량이 증가할수록 재선충 피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름 평균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피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평균기온

과 재선충 피해율의 상관관계는 제곱항이 음의 값을 가지는 2차 함수로 나

타나므로 특정 임계점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한계효과 곡선에 의

하면 여름 평균기온 22°C 이상부터는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재선충 피해

율에 대한 여름기온의 평균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27°C 이상부터는 

평균 한계효과가 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인구와 재선

충 피해율의 양의 상관관계에 따라 인구가 많고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인위적 감염에 의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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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시들음병 피해함수 추정결과, 겨울 최저기온, 봄 최고기온, 여름 

최고기온 1차항과 피해율이 양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겨울 강

수량,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평균강수량, 여름 최고기온의 제곱항과는 음

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t-1)의 겨울 최저기온, 봄 최고기

온이 증가할수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여름 최고기온은 2차항이 음의 값을 가짐에 따라 높은 여름기온의 경

우, 피해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계효과 곡선을 통해 여름 

최고기온이 27°C에서 피해율에 대한 한계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며, 35°C 이상에서는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참나무시들음병 피

해율은 소나무재선충에 비해 강수량과 상관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겨울 평균강수량, 여름 평균강수량, 가을 평균강수량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기후 이외 요소인 비방제 피해목

면적, 흉고직경, 인구 등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추정결과로 미루어 보아 소나무재선충에 비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율은 매개충 개체 수보다 기주수목의 건전성, 관리 등 

간접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미래 피해율 예측결과에 따르면 주로 남부지역에 높게 나타나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북쪽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

다. 2050~2070년대에는 피해 심화지역이 충남과 경기도 지역까지 확장되

며, 2090년 이후에는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재선충 피해가 크게 나

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참나

무시들음병은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북쪽으로 북상함과 동시

에 동·서해안 지역으로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도 주 피해지역

은 수도권과 경기도 일대이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해안지역의 피해

율이 내륙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목재와 비목재의 경제성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지불금 개념을 도입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병해충 비발생-베이스

라인, 병해충 발생-비방제, 병해충 발생-방제 및 예방 등의 세 가지 시나리

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목재 및 비목재 생산을 포함하는 벌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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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수익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원목시장가격, 환

경지불금, 기후변화, 감염목 이용율 변화 등에 따른 산림경영수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목재 및 비목

재 생산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병해충 감염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감염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방제 및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할 수 있다. 원목가격이 증가할수록 모든 경우에서 벌기령이 짧아지며,

산림경영수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원목가격이 주

어졌을 경우 병해충이 발생하면 경영수익이 줄어들게 되며, 방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익 감소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불금의 경우, 목재가격과 달리 금액이 올라갈수록 벌기령이 늘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병해충에 감염될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는다면 환경지불금을 통한 벌기령 연장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방제 및 예방 조치를 취할 경우 벌기령 연장 효과는 병해충이 없

는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피해함수 추정과 미래 피해율 예측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산림병해충 피해율 증가와 피해 지역 범위 확대가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

적 영향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 증가가 산림경영수익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산림병해충방제

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 발생 후 조치에 초점을 맞춰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예산에 따라 병해충 피해율이 증감하거나, 예산 집중 

투입 후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다가 이후 예산 감소로 인한 피해율이 재확

산되는 등 방제 성과의 불규칙성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병해충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 손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리 강화를 통

한 안정적인 방제성 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후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사전 대응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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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응 강화조치로는 중점 관리대상 파악, 수목의 건전성 제고, 수종 

개발 및 교체를 통한 병해충 저항성 증진, 환경지불금 지급을 통한 외부성 

제거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사후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방제와 더불어 참

나무시들음병 고사목 즉시 처리, 소나무재선충 인위적인 확산 방지 강화,

산림경영수익 증진을 위한 감염목 활용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병해충 피해함수를 구축하고 동태적 

분석을 통해 관리요소를 고려한 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했다는 점에

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위적 활동을 평가

하기 위해 이용된 인구변수는 세부 활동내역과 피해율의 상관관계를 구체

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병해충 확

산은 학술적·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세부 활동내역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 변수를 발굴하고 모형에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무주사, 화학방제 등 방제 세부내역 변화에 따

른 방제 효율성과 산림경영수익 변화를 비교하는 것도 추후 연구과제로 제

시될 수 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에서 시군구별 방제 예

산 세부내역 데이터를 일부 집계하였으나, 표본 기간이 짧은 관계로 본 연

구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된다면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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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용어정리 

용어 정의 

기주 숙주, 초식성 곤충이나 그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

곤충 발생세대
한 살이, 곤충은 세대 기간이 짧아 1년에도 여러 번 불어 날 수 있음: 가령 초파리는 

1년 평균 25세대가 발생

곤충 우화 emergence, 羽化: 곤충이 유충 또는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이 되는 일을 말함. 

공진화 
coevolution: 다른 종(그룹)의 유전적 변화에 맞대응하여 일어나는 한 종(그룹)의 유전적 

변화

등온선 같은 기온의 지점을 연결한 등치선, 기온 분포의 영향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발육영점 곤충의 발육에 필요한 적정 한계 온도 

지위지수 
지위는 임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말하며, 지위지수는 지위를 사정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위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

훈증 
fumigation, 휘발성 약제에 의해 곡류, 콩류 등의 저장 중, 과수의 생육중 또는 토양 

중에 발생하는 해충, 병원충 등을 살멸하는 것을 말한다. 

항온동물 물질대사를 통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

변온동물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

자료: 저자 작성. 네이버 백과 등을 통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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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피해함수 원 추정치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계수 표준오차60 P 값

겨울 최저기온(t-1) 0.0126797 0.0143273 0.376 

봄 평균기온 0.0660287** 0.0331867 0.047 

여름 평균기온 2.288117** 1.002591 0.022

여름 평균기온 제곱 -.0494099** 0.0209057 0.018

가을 최저기온 0.0569557** 0.0228985 0.013

봄 상대습도 -0.020114 0.0152003 0.186

가을 상대습도 0.0620101** 0.0286734 0.031 

여름 평균 강수량 0.0001949 0.0003866 0.614

봄 최대풍속 0.1151073 0.0767456 0.134

여름 최대 풍속 0.2084294** 0.0922054 0.024

인구 6.29e-07*** 2.19e-07 0.004

상수항 -35.79924*** 12.5777 0.004

주: ***, **, *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 피해함수 원 추정치(평균항 제외)

60 Adjusted for clustering on id(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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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계수 표준오차61 P 값

비방제 피해목면적 0.017559*** 0.0028895 0.000

흉고직경: SPT(it) 0.0160138*** 0.002744 0.000

인구 2.63e-06*** 5.85e-07 0.000

겨울 최저기온 0.0813936* 0.0472221 0.089

겨울 평균강수량 -0.0219419*** 0.0046217 0.000

겨울 상대습도 0.0075852 0.0083343 0.910

봄 최고기온 0.126902** 0.564304 0.022

봄 상대습도 0.0003384 0.22886 0.988

봄 평균강수량 0.0003339 0.0026549 0.900

여름 최고기온 0.9142821** 1.023336 0.048

여름 최고기온의 제곱 -0.0181305** 0.0175469 0.048

여름 평균강수량 -0.0014264* 0.0008066 0.075

가을 최고기온 0.0351606 0.0619559 0.574

가을 상대습도 0.0097592 0.0380433 0.798

가을 평균강수량 -0.0065841*** 0.0020799 0.003

국유림 0.038892 0.634659 0.544

주: ***, **, *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피해함수 원 추정치: 참나무시들음병(평균항 제외)

61 clustered semirobust standard error.



116 부록

부    록 3

소나무재선충 예찰·방제 사업62

□ 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계획수립을 시

작으로 예찰, 매개충 발생 조사, 사업대상지 조사를 실시함. 약제수급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방제 사업을 실시함.

- 각 활동의 수행시점은 매개충 활동 시기(3~9월)에 따라 결정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나무주사 등의 예방사업과 피해고사목 벌채 

등의 방제로 구분함.63

- 예방사업

(1) 예방나무주사

(2) 토양약제주입

(3) 약제살포(항공살포, 지상살포)

(4)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

(5) 재선충병 피해우려 소나무류 단순림 관리

- 피해고사목 등 방제

(1)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가) 단목벌채

(나) 소구역모두베기

62 산림청에서 발간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산림청 2017)의 내용을 정리하

여 작성함.
63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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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군락모두베기

(라) 모두베기

(2) 벌채산물 처리에 따른 구분

(가) 산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파쇄, 소각, 매몰, 박피, 그물망 피

복, 훈증 등의 방법 이용

(나)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용량 훈증, 파쇄, 제재, 건조, 열

처리 등의 방법 이용 

□ 예방사업64

◯ 예방나무주사

- 사업기간은 기본적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 또는 미리 송진 유

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함.

-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소나무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불량목, 쇠약목, 가슴 높이 지름 10cm 미만의 소경목은 방제대상에

서 제외함.

◯ 토양약제주입

- 약제를 토양에 주입하여 나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을 예방하는 방제방법임. 경관 훼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해수욕

장 주변, 골프장 등 특수지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함.

- 송진 유출시기와 관계없이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시기가 폭넓

고, 토양에 관주하기 때문에 나무에 상처를 주지 않아 경관 훼손이 

적음.

◯ 항공/지상 약제 살포

- 항공 살포

(1)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성충 발생 시기인 4~8월 사이에 

64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p. 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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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의 30배 희석액을 ha당 

50L(원액 1.6L/ha)씩 3~5회 이상 항공살포함.

(2) 매개충이 소나무를 가해하기 전 방제가 가능하여 재선충병 확산

을 사전에 방지함. 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방제할 때 이용됨.

- 지상 살포

(1)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실행. 매개충 우화시기인 

4~8월에 주택가, 양봉농가 및 고압선로 주변 등에 실시 

(2) 고압 분무기, 초미립자 분무기, 연무/연막기를 이용하여 티아클로

프리드 10% 액상수화제를 살포함. 살포량은 고압분무기를 이용

할 경우 1,000배액(물 2,000L, 약제 2L)으로 살포하고, 초미립자

분무기와 연무/연막기를 이용할 경우는 20배로 희석하여 ha당 

10L를 살포함.

□ 피해고사목등 방제65

◯ 방제대상목

- 고사 혹은 고사가 진행 중인 피해목

- 매개충의 산란이 우려되는 기타고사목

- 비병징목 또는 잠재 감염목

-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없는 소나무류(고사된 지 2년 이상 경과로 

수피가 벗겨졌거나 부후가 심한 경우 등)는 방제대상에서 제외

◯ 방제기간

- 매개충 분포지역별 방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다만, 매년 작성 배포

하는 우화 전망보고서를 참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립산림과학

원장이 방제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9월 초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임.

65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p. 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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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는 10월 중순부터 이듬

해 3월 하순까지임.

(3)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하순까지

- 피해고사목 등의 벌채와 함께 산물의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목재

자원 활용 처리가 방제기간 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함.

- 방제기간 외에는 피해고사목 등을 벌채하지 않음.

◯ 벌채방법에 따른 구분

- 단목벌채: 벌채 대상목(방제대상목 표식 라벨이 붙은 나무, 담당 공

무원이 제거 요청한 나무)을 찾아 벌채함. 가지 정리, 토막내기, 운

반작업 등을 실시하여 벌채 후 파쇄, 소각, 매몰, 그물망 피복, 훈증 

등의 후속 처리작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소구역모두베기: 단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

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함. 방제비용 절감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내의 잠재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

- 소군락모두베기: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벌

채함. 베어지는 군락의 크기는 0.3㏊ 이내로 규정함.

- 모두베기: 계획된 벌채구역 내의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함.

◯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 아래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의 경우 훈증 처리를 원칙으로 함.

(1) 신규발생지역 및 재발생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2) 선단지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 소구역(소군락)모두베기 또는 모두베기 사업지인 경우에도 피해고

사목 그루터기에 한해 훈증 처리함. 그 외 지역은 피해고사목 그루

터기를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함.

◯ 벌채산물의 처리

-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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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채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2)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

쇄, 소각, 매몰, 그물망 피복을 원칙으로 함. 훈증처리는 불가피

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함.

(3) 도로, 임도, 운재로 등 접근로로부터 50m 거리 이내에 있는 벌

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반출 처리함.

(4) 사업구역 안에 있는 벌채산물(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 등)은 

전량 수집하여 처리함.

(5) 최근 3년 이내에 실행한 벌채, 숲 가꾸기 산물 등이 존치되어 매

개충의 산란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고사목과 함께 처리함.

(6) 벌채산물 파쇄처리장은 주변에 소나무류가 생육하지 않는 곳을 

선정함.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등 

사전 예방조치 후 파쇄를 시행함.

-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1) 파쇄: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을 베어 톱밥 또는 칩 제조

기를 이용하여 1.5㎝ 이하의 크기로 분쇄함. 목질 내부의 매개충 

유충을 죽이는 방법임.

(2) 소각: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을 베어서 넓은 공터에 쌓

은 후 직경 2㎝ 이상 잔가지까지 모두 태우는 방법임.

(3) 매몰

(4) 박피

(5) 그물망 피복

(6) 훈증: 쌓아놓은 나무위에 메탐소디움(킬퍼, 쏘일킹)의 원액을 뿌

리고(피해목 1㎥당 킬퍼는 1L, 쏘일킹은 0.6L씩) 비닐(타포린)을 

씌워 밀봉하여 훈증함.

- 벌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1) 대용량 훈증: 피해고사목 등 벌채산물을 컨테이너, 창고, 선박 



부록  121

등 밀폐된 공간이나 노지에서 훈증피복하는 방법으로 대량 훈

증 처리함. 훈증 처리된 고사목은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노지 대용량 훈증피복의 경우 목재방역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

하여 시행함.

(2) 파쇄: 벌채산물을 두께 1.5㎝ 이하로 파쇄하여 산업용 등으로 사용

함.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대형 파쇄기를 이용하도록 함.

(3) 제재: 주로 용재가치가 있는 중·대경목 벌채산물에 적용함. 이동

식 제재기 등을 이용하여 1.5cm 이하의 두께로 제재하여 활용하

도록 함.

(4) 건조: 용재가치가 큰 벌채산물을 열기 건조기를 이용하여 함수

율 19% 이하가 되도록 처리 후 활용함.

(5) 열처리: 벌채산물의 중심부 온도를 56℃ 이상으로 30분 이상 유

지하거나, 전자파(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벌채산물 전체(표

면 포함)에 최저 60℃에서 지속적으로 1분 이상 유지하는 방법.

(6) 훈증목 활용: 산주의 동의를 거쳐 일반용재, 산업용재 등으로 활

용이 가능한 훈증목은 수집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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