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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우면산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 지 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 손 용 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Oak wilt disease) 발병이 급증함에 

따라 참나무류 우점 지역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산림 

내 만연하는 생물성 원인의 전염병은 단일 수종의 대규모 소실을 일으키

며 바이오매스의 감소, 울폐도의 변화와 숲이 개방됨에 따른 기능 상실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어 산림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면산은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친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로 인하여 참나무류가 수천 

그루 소실되었으며 교란에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우면산은 서울 둘레길 구간의 한 부분으로 탐방객들이 잦은 곳이며 주거

지와 상업지로 둘러싸여 있어 거주민들의 숲에 대한 활용 및 보전의 관심

이 높은 지역이다. 자연공원구역으로서 사회적, 생태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면산의 가치는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에 따른 피해에 대한 

향후 보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 되는 양상을 알아보고 이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을 밝혀 피해지역의 공간적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

한, 이를 활용하여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자 하였다. 먼저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를 통해 피해목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은 벌채목, 감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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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이롤트랩처리목 그리고 훈증 처리된 적재목이며 12차례의 답사에 걸

쳐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127개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다. 둘

째, 참나무시들음병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을 밝히기 위해 취득한 데이터와 

ArcGis(ver. 10.1)를 활용하여 감염된 지역과 감염되지 않은 지역을 분리한 

뒤 대상지 공간환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 170~180m, 북서사

면, 20~30% 경사 그리고 20~31cm 범주의 흉고직경을 가진 참나무에서 피

해가 가장 높았으며 등산로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목이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셋째, 참나무시들음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어 추

출한 환경요인과 공간특성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감염지역과 

비 감염지역 간의 환경적 요인의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

적인 차이가 있는 환경요인이 감염공간과 비 감염공간에서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와 고도가 참나무시들음

병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유의미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우면산 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Golo Stadelmann(2014)의 이론에 근거

한 방법을 통해 피해목의 수관폭 추정과 등산로 및 산사태복구지를 정량

화시켜 열려있는 공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지 내 총 17%의 공

간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중기 장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어: 참나무시들음병, 환경요인, 공간특성, 숲관리, 도시림

▮학  번: 2014-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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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산림 내 만연하는 생물성원인의 전염병은 단일수종의 대규모 소실의 원

인이 되며 바이오매스의 감소, 울폐도의 변화와 숲이 개방됨에 따른 기능 

상실 등 외부로부터의 교란에 취약해진다. 이는 지속적인 피해 증가와 더

불어 산림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물성원인의 전염병의 일종인 참나무시들음병의

(Oak wilt disease)1) 발병이 급증함에 따라 참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지역의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확장되는 실정이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걸쳐 

발병의 증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국 발병현황

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집중 발생 지역이며 서울시의 경우 2014년 이어

서 피해가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면적 대비 피해본수가 경기도 보다 

높으며 현재는 우면산 등 서울 남부에서 피해가 심하다. (산림청, 2016) 우

면산은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친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2) 참나무가 전체 수종의 57.3%3) 우점하고 있어 참나

무시들음병은 우면산 내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수천 그루의 고사

목 및 감염목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또한, 우면산은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

으로서 물리적인 피해에 따른 산림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곳이다. 이처

럼 우면산은 다른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과 달리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

1) 참나무시들음병은 기주인 참나무,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 병원균인 Raffaelea quercus-mongolicae 그
리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간 상호작용에 의해 참나무를 고사시키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관리 및 방제가 쉽지 않은 산림병해 (국립산림과학원, 2013)

2) 산림청, 2016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보고서, p82, 123, 2016

3) 남종민 외,“우면산의 식생 연구”, 2016, 한국자연보존연구지,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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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요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지역이다. 현재 우면산은 

재해와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인하여 산림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교란의 피

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참나무시들음병이 전염됨에 따라 받게 되는 

영향은 참나무뿐만이 아닌 우면산 전체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

면산은 비오톱 등급이 높은 지역으로서 두꺼비 서식지 등 다양한 생물상

을 관찰할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림 1-1]

[그림 1-1] 생태자연도

또한, 생태적 측면과 아울러 우면산은 서울 둘레길 구간4) 일부로서 탐

방객들이 잦으며 주거지와 상업지로 둘러싸여 있어 거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이다. 그렇기에 거주민들의 우면산 활용 및 보전에 관한 관심이 높

아 우면산 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구청에 건

의 및 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다. 도시자

4) 서울둘레길 제 4코스 : 수서역 - 대모산 - 우면산 - 사당역으로 이어지는 17.9km의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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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원구역5)으로서 사회적 및 생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면산의 가치는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에 따른 피해지에 대한 향후 보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면산 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현황 실증조사 및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목의 위치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대상지 

내 실제 피해의 심각성과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차적인 

피해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한 항목들을 활용하여 면밀한 분

석을 통해 대상지에 적합한 대책 마련 방안의 초석을 세울 수 있다. 두 번

째, 우면산의 환경요인별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분포 영향을 밝히고자 한

다. 감염의 확산에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들은 공간 분포에 관여한다. 그러

므로 공간패턴을 정량화하여 질병의 분포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피해목의 데이터와 공간분석을 통해 참

나무시들음병의 피해양상을 분석을 통한 심각도의 차이를 도출하여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 피해지역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참나무의 소실로 인한 숲의 열림의 밀도를 정량화시켜 향후 

교란으로 인한 다양한 이차적 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

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지역의 현

황을 고려하여 우면산의 보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2에 의해 지정 된 용도구역 중 하나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
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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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는 우면산으로 서울시 내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가 심

하게 진행된 곳이다. 우면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해발고도 293m

의 도시숲이다. [그림 1-2] 

[그림 1-2] 우면산

자료 : 다음지도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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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정상부 중앙에는 군부대가 존재하고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내부로의 접근 및 자료 수집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 참나무시들음병 감염현장 답사

대상지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답사는 산림청 (http://www.forest.go.kr)에서 

제공하는 F-GIS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임상도를 참고하여 참나무 우점지역

을 중심으로 실행하였다. 

[그림 1-3] 임상도 재구성

자료 : 산림청 F-GIS (http://www.forest.go.kr)

현장답사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상지 파악 및 조사구 설

정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대상지 내에 존재하는 임도 및 

등산로를 따라 종단, 횡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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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현장답사 결과

위성사진자료 : 구글어스

1차 답사는 예술의 전당에서 시작하여 희망봉을 지나 사당역으로 이어

지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우면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파

악하였다. 1차 답사를 통해 참나무시들음병 방재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재차원에서 감염된 참나무는 벌채 후 훈증처리가 진행되고 있었

으며 피해지역 주변의 참나무에는 끈끈이롤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2차 3차 답사는 대상지 위치별 참나무시들음병 감염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차 답사는 북

쪽지역면을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임광아파트까지 실행하였으며 

3차 답사는 남쪽지역면을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삼성전자 서울R&D캠

퍼스까지 실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로 감염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차 답사를 통해 파악한 북쪽지역면은 참나무시들음병

의 피해가 심각하였으며 등산로를 따라 벌채한 뒤 훈증처리 된 수십 그루

의 피해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3차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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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면 현황은 남쪽으로 갈수ㅇ록 피해목의 출현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조사구 설정

조사대상지는 현장답사를 통해 밝혀진 우면산 내 지역별 피해율의 차이

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의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북쪽지역의 참

나무 서식지를 선정하였다. 조사구 설정을 위하여 첫 번째로, 북쪽지역의 

명확한 참나무의 서식지 파악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임도와 등산로를 파

악하여 접근 가능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확인 하였다. 먼저 북쪽지역우면

산 산사태 복구지와 주변지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학술용역 1차년도(2016)

를 활용하였다. [그림 1-5]를 통해 북쪽지역에서는 참나무가 군집들 간에

서 우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우면산 북쪽지역면의 현존식생도

자료 : 산사태 복구지와 주변지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학술용역 1차년도(2016),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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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상지는 접근금지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답사 및 등산로 파악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과 가능한 지역을 분류하였다. [그림 1-6] 등산

로와 임도는 현장답사와 램블러(http://www.ramblr.com)6)를 활용하여 탐방

객이 이용하는 등산로 및 물리적 흔적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취득

하였다. 

[그림 1-6] 임도 및 등산로 현황, 지뢰매설지역

위성사진자료 : 구글어스

그 결과 현장답사를 통해 파악한 군사지역과 지뢰매설지역을 제외한 뒤 

북쪽지역의 참나무림을 대상으로 조사구를 설정하였다. 조사구는 10m크기

의 방형으로 총 3,457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7]

6) GPS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등산객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 램블러 웹사이트
를 통해 등산객들이 공유한 등산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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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산림 내 교란의 원인이 되는 수목 병해의 한 종류로 참나무

시들음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적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문헌 조사를 통해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발병 메커니즘 및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

해 정리를 하고자 한다. 두 번째, 현장답사를 통한 대상지 내 실측조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세 번째, 조사된 결과를 바

탕으로 공간분석 및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의 

특징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특징을 고려한 관리방안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2.3 연구 방법

[그림 1-8] 연구방법흐름도 (A) 데이터수집 (B) 데이터 비교 및 분석 (C) 결과도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참나무시들음병의 위치데이터를 취득한 

뒤 이를 활용하여 공간적 특징 및 관리방안에 대해 수립하고자 하였다. 위

치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앞서 설정한 방형구별로 현장답사를 통한 피해

목 실측조사를 실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지 전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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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과 조사구별 공간특징에 대한 결과 값을 산출한 뒤 북측의 지역

별 감염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 값들을 반영하

여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

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적 특징을 적용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의 열린 공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피해목의 손실량을 정량

화하였다.

1) 현장데이터 수집방법

 현장조사를 통해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현황 및 분포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조사항목은 총 4가지로 벌채목, 감염목, 적재목, 끈끈이롤트랩처리목

으로 나뉜다. 

[그림 1-9] 현장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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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순서는 벌채목과 감염목 그리고 끈끈이롤트랩처리목에 대하여 

[그림 1-9]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였으며 적재목의 경우에는 위치데이터

만 취득하였다.

[그림 1-10] 조사에 사용 된 도구들

 (왼쪽부터 Gps, 현장도면, 측정자)

감염목 및 고사목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피해목의 생존 유무에 따라 

측정자[그림 1-10]를 이용하여 흉고직경(DBH, B, diameter at breast 

height)과 근원직경(R, root-collar caliper)을 측정하였다. 벌채작업으로 인

해 그루터기만 남은 고사목은 근원직경을 측정하였으며, 고사했으나 원형

이 보존되어 있거나 끈끈이롤트랩 처리한 참나무는 흉고직경을 측정하였

다. 

No 생존 직경 끈끈이 훈증 기타사항

001 O B35 O X 잎의 갈변이 상당히 진행

002 X R45 X O -

003 X R35 X X 맹아로부터 나온 잎 확인

[표 1-1] 현장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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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측정된 값은 현장조사표 [표 1-1]에 기재하였으며 피해목의 위치에 

대한 정밀한 조사 위해 GPS와 현장도면 그리고 실시간 위성지도를 참고하

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접근이 어려워 측정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지도를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https://www.nsic.go.kr)에서 제공된 수치지형도에 수기로 기록을 남겨 위치

정보를 가진 점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통일성을 위해 

측정된 근원직경은 조경시공 표준시방서(2014)7)에서 제시하는 계산식을 이

용하여 흉고직경으로 변환하였다.  

R = 1.2 B

R : 근원직경

B : 흉고직경

2) 대상지 공간 분석 및 피해목의 환경인자 특징

 피해지역의 공간적 분포분석 및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치지형

도 1:5,000과 공간분석프로그램 ArcGis(ver. 10.1)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대상지 공간환경으로서 지형요인, 인위적 요인, 기타요인을 추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된 지역과 감염되지 않은 지역을 분리한 뒤 분

석하였다. 이는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에 있어서 공간별로 환경요인 간의 

특징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장조사에서 취득한 피해

목 데이터를 활용하여 커널밀도(KD, kernel density)를 추출하였다. 커널 분

석은 대상지 전역에 걸쳐 공간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국지적인 공간

7) 국토교통부, 조경시공 표준시방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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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개념적 이해가 용이하여 직관적인 해

석이 가능하으로 점 데이터의 분포패턴을 시각화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이희연 외, 2013) 즉,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적 감염양상과 분포를 시각적

으로 표현하여 전반적인 심각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3) 공간 별 감염 특징에 대한 통계적 분석

 감염지역과 비 감염지역 간의 환경적 요인의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

고자 IBM SPSS Statistics(Ver.23)를 활용하여 T-검정과 Anova(일원배치분산

분석)를 실행하였다. T-검정은 두 개의 종속변수 간의 통계적 차이를 통해 

종속변수 간의 평균 차를 통해 독립적 유무를 판단하는 통계 방법이다. 

Anova는 세 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독립변수에 종속변수의 평

균을 판단하는 통계방법이다. 이는 방형구로 설정된 연구대상지내  감염지

역과 비감염지역으로 분류 된 두 공간에 존재하는 환경요인별 통계적 차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요인들 간의 영향력에 대한 검정을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편상관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유의

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두 변수의 관련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 추측할 수 있다. 즉,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 두 

변수 간의 관련성만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이에 편상관 분석을 통

해 참나무시들음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제한하여 미치는 영향

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4) 수목 손실량 정량화를 통한 열린공간 추정

산림 내 열린 공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피해목의 손실량을 정량화하였다. 

피해목의 손실량은 수관폭을 추정 통해 산출하였다. 수관폭은 나뭇잎이 달

린 가지의 양 끝의 길이로서 숲 전체를 평면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관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열린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수관폭의 추정은 흉고

직경(Diameter of breast height)값을 이용할 수 있다. 수관폭은 광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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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에 있기으므로 수목의 성장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흉고직경의 크기를 통해 수관폭을 추정할 수 있다. 수관폭의 추정은 Golo 

Stadelmann(2014)의 이론에 근거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CR =  + (DBH)

CR = Crown Diameter (m)

 =  Intercept

 =  Slope coefficient

DBH = Diameter of breast height (cm)

[표 1-2]은 Golo Stadelmann(2014)에서 활엽수종의 흉고직경과 수관폭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참나무에 해당 되는 값이다. 위 계수

들을 이용하여 흉고직경 별로 평균값으로 분류하여 수관폭을 추정하였다. 

Species Intercept () Slope () 

Oak 1.71733 15.6159 91.1

[표 1-2] 참나무류의 흉고직경과 수관폭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 변수

3. 현장 조사

3.1 피해지역 위치데이터

현장조사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 하

였다. 현존식생도를 참고하여 참나무군락이 형성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

로 조사구별 벌채목, 감염목, 적재목, 끈끈이롤트랩처리목에 대해 취득한 

위치데이터는 [그림 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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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3,457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총 1127개의 위치데이터를 취

득할 수 있었다. 조사 된 항목에 따라 벌채목 398본, 감염목 6본, 끈끈이롤

트랩 처리를 참나무  332본 그리고 적재목 392본을 취득하였다. 

3.2 조사항목의 분류

[그림 1-12] 조사항목 분류 및 활용방안

조사 항목은 감염의 정도에 따라 상, 하 및 감염의 영향이 없음으로 분

류하였다. 감염 상은 벌채목과 감염목으로서 완전감염목으로 판단하여 피

해 분포 및 확산 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데이터로서 사용하고

자 한다. 감염의 정도 하의 항목은 끈끈이롤트랩처리목으로서 향후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도 분류하였다. 또한 끈끈이롤트랩처리목은 공

간분포분석 시 고려 항목에서 제외 되나 향후 감염의 경향 추측과 관리방

안 제안 시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적재목에 대한 데이터는 감염의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방안 제안 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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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진행과정 

연구
과정 연구의 내용 연구방법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연구
현장조사

Ÿ 우면산은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친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하여 수천 그루의 고사목 및 감염목의 발생을 초래함

Ÿ 우면산은 비오톱 등급이 높은 지역으로서 두꺼비 서식지 
등 다양한 생물상을 관찰할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
는 지역

Ÿ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사회적 및 생태적으로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하므로 병에 따른 피해지에 대한 향후 보전의 
필요

연구의 공간적 범위
Ÿ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의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북쪽지

역의 참나무 서식지 내 10m 방형구 총 3,457개를 설정하
여 공간적 범위로 선정

현장 조사
Ÿ 2016년 4월~2016년 10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

▼

2장 
이론적 
배경

산림병해의 특성과 공간분포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Ÿ 산림병해의 특징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소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함

참나무시들음병의 메커니즘과 현황
Ÿ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기작과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에 

대한 특징 파악
Ÿ 참나무시들음병의 감염 및 분포에 관여하는 환경인자들을  

반영하여 분석의 틀 설정
▼

3장
연구의 
결과 및 

고찰

참나무시들음병 공간 특성

현장조사
문헌연구
GIS분석
통계분석

Ÿ 실증 조사된 데이트를 기반으로 대상지 공간분석과 감염 
및 비감염지역의 공간특징 도출

환경요인과의 관련성 분석
Ÿ 감염 및 비감염지역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고 참나무시들

음병의 분포에 관여하는 환경요인 도출
피해지역 관리 방안

Ÿ 피해목 손실량 정량화 및 연구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Ÿ 향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맵핑 

▼
4장
결론 연구의 종합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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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산림해충의 특성과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산림생태의 피해를 주는 병해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 참나무시들음병

과 같이 곤충을 매개로 한 전염성 병해는 이동성이 있으므로 병원균의 분

산과 감염이 산림 전역으로 빠르게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이러한 감염에 

따른 피해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산림 병해충

의 특성을 밝히고 질병들의 확산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1 산림해충의 특성

산림청에서는 정의하는 산림해충은 “곤충 중에서 인간이 산림에서 기

대하는 혜택을 직, 간접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산림해충은 분류학적으로 

크게 나비목, 딱정벌레목, 파리목, 벌목, 매미목, 응애류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이 중 우리나라 4대 병해충인 솔잎혹파리, 소나무 재선충, 솔껍질깍지

벌레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을 포함하여 총 10종이 주요해충으로서 분류

된다. 특히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은 분류학적으로 딱정

벌레목이다. 딱정벌레목은 전 세계적으로 곤충 목의 25%를 차지하고 있으

며 가장 많은 종류가 기록되어 있어 비례하게 피해도 가장 심한 군으로 

알려져 있다.

Andrew M. Liebhold(1995)에 의하면 이러한 산림해충과 같은 생물학적 

침해는 지역의 생태계 유지에 있어서 위협이 되며 특히 피해의 발생률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산림해충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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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내 피해를 주기 까지 침입, 적응, 확산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특히 적응의 단계를 거친 병해충은 확산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는 서식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의 범위 확장 시작을 의미한다. 해충의 영역 

확장은 공간 이동을 동반한 개체 수의 대량 증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작을 통해 산림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해충의 관리방안 측면에서 해충이 어떠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침입

과 적응의 단계를 거쳐 피해지역의 서식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접근이 필요하다.

1.2 공간분포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

[그림 2-1] 소나무좀의 생애주기와 침입형태

자료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곤충이 매개체가 되는 산림 병해는 감염에 이동성이 있으므로 공간적인 

분포에 대해 접근한 분석이 필요하다. Desheng Liu (2007)에 의하면 공간 

유형 분석은 일반적으로 종 분포, 식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생태의 중요도 또는 식물 종 분포의 기작을 추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

의 도구로써 환경적 영향력과 질병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Condeso and Meentemeyer (2007) and Dillon et al.(2014)에 의하면 참나무

시들음병이 주변 산림공간에 따른 공간규모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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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입증하였으며, Nev(2002)는 지형요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예

를 들면 고도와 지형과 같은 요소들이 마름병의 발병과 심각성에 관련되

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산림 병해를 관리함에 있어 공간적 분포와 주

로 감염에 관련돼 있는 환경인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이에 본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

을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기작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좀[그림 2-1], 나무좀 

등 같은 딱정벌레목에 초점을 맞춰 분포와 감염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어

떻게 분석하였으며 어떠한 환경요인들을 고려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1-3]은 공간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연구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한 

환경요인과 사용된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환경요인에 대

해 살펴보면 크게 자연적요인과, 인위적요인 그리고 기타요인 3가지로 나

누어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고도, 향, 경사, 흉고직경, 

수분함량, 열 환경, 온도 그리고 기후 등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고도와 흉

고직경은 대부분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뤘다. 이유는 고도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가진 요인들은 발병의 심각도가 공간적 형태나 규모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Meentemeyer et al., 2012: Michio Oguro et al., 2015에서 재인

용)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도로, 

토지이용현황, 훼손에 대해서 언급 하였으며 기타요인으로는 각 대상지의 

특수적인 환경에 대해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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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목 요인 연구방법 및 도구

Susan J. 

Crocker 

외

(2016)

Stand-level factors 

associated with 

resurging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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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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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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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Huapen

g Chen 

외

(2015)

A spatiotemporal 

pattern analysis of 

potential mountain pine 

beetle emergence in 

British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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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Heating cycl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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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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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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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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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scal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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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딱정벌레목의 공간분석에 고려한 환경요인과 연구방법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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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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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distribution of 

pine beetle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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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scenarios in the 

Interior West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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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요인의 구축

앞서 본 연구의 대상지 분석에 활용할 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

행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도 향 

경사와 같이 미지형적인 요소는 형태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

병의 심각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서 확인되었다. 흉고직경은 기주목 자체

의 특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연적 요인으로서 고도, 향, 경사 그리고 흉고직경을 분석에 활용하

고자 하며 인위적인 요소로서는 인간의 토지이용 형태와 훼손지를 고려하

여 등산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의 특수성에 있어서 산사태복

구지를 기타요인으로서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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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나무시들음병의 메커니즘

본 절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의 특징과 병원균

의 기작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에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

는 국내 이슈와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1 참나무시들음병의 특성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 성남시 중원구의 이배재에서 처음 발견 된 병

이다.8) 첫 발견 이후에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

근 발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2-2] 끈끈이트랩에 포획 된 광릉긴나무좀

(연구자 직접촬영)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병원균을 매개하여 기주목으로 전이

하는 과정을 통해 감염시킨다. 광릉긴나무좀이 매개하는 병원균은 라펠리

아균(Raffaelea quercus-mongolicae)으로 광릉긴나무좀 암컷의 균낭에 서식

하고 있다. 병원균은 유충의 먹이체가 되며 생존한 개체들은 광릉긴나무좀

을 통해 기주목으로 전이를 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이러한 기작을 통해 기

주목 내부로 침입한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수분통로를 막기 때문에 영양소

의 공급이 제한되어 감염목은 점점 고사하게 된다. 감염목의 표징은 7월 

8) 박은호, ‘숲이 위험하다…참나무 시들음병에 신음’, 서울신문,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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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부터 나타나며 빨갛게 시들면서 말라 죽기 시작한다.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며 고사목의 줄기와 굵은 가지에 매개충의 침입

공과 감염목 주변으로 목재 배설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3] 피해목의 모습 왼쪽부터 목재배설물, 칩입공, 피해목

(연구자 직접촬영)

 참나무시들음병은 곤충을 매개로 하고 있어 대규모의 피해가 빠른 속

도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참나무시들음병은 

참나무에이즈라고 불리 울 정도로 참나무를 위협하는 주요한 산림병해로

서 구분되고 있다.

2.2 광릉긴나무좀의 발생 특징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에 의해 확산 되기 때문에 광릉긴나무좀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2013)9)을 통해 살펴본 광

릉긴나무좀의 서식환경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식에 관련하

여 광릉긴나무좀은 목질부내 4~8cm에서 생육하며, 생육온도는 23~30도로 

중고온성(병원균은 25~30도)이다. 또한 오전 9~11시에 활동이 주로 활발하

며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재침입율이 높고 4년 주기로 피해가 증감하는 

9) 2005~2009년에 연구를 수행하여 매개균과 매개충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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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는 광릉긴나무좀의 기호 환경에 관련하여 흉고직경

이 큰 나무에 침입을 하며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한 2차림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 또한 빛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햇빛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끈끈이롤트랩으로 반사되는 빛을 

통해 유인하기도 한다. 

2.3 방제 현황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는 [그림 2-3]과 같이 광릉긴나무좀의 생활사10)

에 따라 나타나는 표징을 통해 물리적방제와 화학적방제가 병행되어 실시

되고 있다. 

[그림 2-4] 광릉긴나무좀 생활사에 따른 방제방법

자료 : 2016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재구성 

주로 시행하고 있는 방제 방법은 벌채를 통해 향후 감염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시기는 표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7월부터 시작된다. 이미 고사

한 나무에 대한 회생 방안이 없기 때문에 향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0) 광릉긴나무좀의 생화사는 9월에서 다음연도 5월 까지 유충상태로 나무 안에서 월동을 기간을 거쳐 
4월에서 한달동안 번데기 상태를 거쳐 성충이 된다. 성충은 보통 4월에서 9월까지 참나무류에 서식하
며 활동하며 뒤 늦게 성충이 된 광릉긴나무좀은 성충상태로 참나무류 내부에서 월동기간을 거쳐 다
음해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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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처리를 실시한다. 벌채된 나무는 적재하여 훈증처리를 하며 잘려나간 

나무의 환부에는 훈증처리 및 약재를 처리한다. 그 외 피해목 주변의 참나

무에 끈끈이롤트랩 설치하여 기주목으로의 이동 및 접근을 제한하여 방제

한다. (산림과학원, 2013) 

[그림 2-5] 우면산 내 훈제처리목, 끈끈이롤트랩처리목

(연구자 직접촬영) 

2.4 참나무시들음병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고찰 

본 고찰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에 관련된 국내선행연구의 동향을 검토하

고 국내 이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필요

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내선행연구동향

참나무시들음병과 같이 광역적으로 확산하는 질병의 경우 피해목의 대

량 발생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고사하거나 감염의 경중에 따라 벌채 처리

를 하게 되어 산림구조의 변화를 동반한다. 확산은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환경인자에 따른 공간분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

다. 그러나 국내 참나무시들음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광릉긴나무

좀의 기작 및 특성에 따른 이화학적 방제 및 기술 위주로의 초점이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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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논문이 다수이다. 한봉호 외(2014)에 따르면 참나무시들음병의 메

커니즘 및 생활상에 초점이 맞춰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김태근(2010)에 의하면 방제활동 및 보전활동에 있어서 참나무의 공간분포 

및 피해면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한 현지조사 및 공간분석의 필요성

을 강조하며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설명한 연구는 전혀 없

는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공간 특성 및 환경적 요인에 

맞춰져 있으므로 이화학적 방제 및 메커니즘에 관련하여 기술한 논문을 

제외한 동향을 정리해 보았다.

연구자 연도 논문명 주요어

한봉호 

외
2014

북한산국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역 

식생구조 특성 연구

수관개방, 

생태적천이, 

외래종, 

도시화적응종

이상웅 2014

기후변화에 따른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치악산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상대우점치,

환경인자

염정헌 

외
2012

북한산국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 맵핑 

연구

비오톱, 

참나무류, 

감염피해율, 

감염지수

김태근 2010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예측을 위한 

ENFA기법의 적용성

생태적지위

요인분석,

공간분포

안효연 2009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에서의 

산림군집구조 분석 및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상대우점치,

상관관계,

환경인자

[표 2-2]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적 특성 또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분포에 관련된 논문들의 동향은 피해 예측과 피

해지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는 흐름을 보였다. 피해예측에 관한 연구로서는 

김태근(2010), 이상웅(2014)가 있었으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들을 고려

하였다. 피해지에 관한 현황에 관한 연구로서는 한봉호 외(2014)와 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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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2)가 있었으며 피해지의 산림구조분석을 통해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할 수 있다. (국립 산림과학원, 2013)에 의하면 참나무

시들음병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간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한 구조의 질

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이화학적 방제 수단만

으로는 참나무시들음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없다. 생태계에서 자연 스

스로 조정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이용과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들을 활용하여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국내 이슈 

최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이슈는 전반적

으로 향후 방제에 대한 계획 수립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추세이다. 

각 국가 기관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대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6] 정부3.0 정보공개 자료 

자료 : 산림청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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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을 4대 병해충11)으로 규정하고 꾸준한 방

제에 힘을 쓰고 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12)에서는 국가과제로서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한 “참나무시들음병 발병 메커니즘 구명 및 방제 연구”를 

산림보전부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3.0 정보공개목록 [그림 2-5] 에서 산림청 내 공개문서정보자료

를 통해 지방별 국가기관의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기관 뿐만이 아니라 미디에 매체를 통해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우면산 참나

무시들음병에 관련한 2013년 8월 23일자 JTBC 인터뷰 자료이다. 

“..중략 20년 가까이 우면산을 오르고 있다는 김선경(72)씨는 "몇년전 

부터 참나무가 말라 죽는게 보였는데, 올여름엔 산 전체에서 죽은 나무가 

쉽게 눈에 띌 정도로 심해진 것 같다"며 "참나무시들음병이라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다" 고 말하였다....중략 ”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관심을 찾아 볼 수 있었

다. 서초구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방문객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면산이) 옛날 같지가 않아, 나는 여기 살면서 20년간 왔는데, 산사

태니 참나무니 죽어나고 속상해 이거 방제한다고 많이 베어냈어.. 수가 없

다는데 어떻하겠어?”

특히 피해지를 자주 오가는 분들은 자진하여 인터뷰에 응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11) 산림청4대 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이다.

1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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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구청에서 나왔어? 이것 좀 참나무 끈끈이(끈끈이롤트랩) 좀 

어떻게 해봐.......(중략) 큰 참나무들이 다 베어없어져서 숲이 훵해”, “난

리도 아니였어요 나무 다 베어나가고 울창 했던 숲이 아니에요... 무슨 날

벌레도 많아지고 칡이 또 감고 올라오고.. 진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러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관심은 향후 피해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국내 이슈를 통해 본 연구가 국내 참나무

시들음병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가지는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도시림근교스케일에서 인간의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하였다. 선

행연구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활동이 배제되어 있거나 피해지 외부에 존재

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고려가 되었다. 인간의 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는 대상지 내부에서의 인간활동을 고려한다는 점에 있어서 선

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1:1 스케일의 집중 조사를 통

한 정교한 실증데이터 수집에 의의를 두고 있다. 집중 조사는 피해지 내부

에 만연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직접 답사하여 개체마다 직경을 측정

하고 각각의 위치데이터를 수집하여 정교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세 번째

로, 대상지 현황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차별성을 두고 있다. 실

증적으로 측량 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현

황을 고려한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밝혀

진 영향 인자와 대상지 내에 방제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앞서 국내 이슈를 통해 피해지에 대한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으나 이는 아직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

구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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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의 특성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축한 환경 요인을 활용한 공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

상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요인 별 발병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1  피해 확산현황

[그림 3-1]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확산 현황

다음 [그림 1-1]은 현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커널밀도를 통해 파악한 

대상지의 피해확산 현황이다. 분석 결과 집중감염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균등한 감염의 경향을 보여주기보다는 집단으로 피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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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등산로를 따라 분포되는 양상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완전감염목 401본을 활용하여 환경요인들의 

출현 횟수에 따른 발병빈도를 통해 주로 분포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지 다음 히스토그램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2 대상지 공간분석 및 피해목의 환경요인 별 특징

선행연구를 통해 구축 된 지형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대해서 공간분

석을 하였다. 먼저 지형적 요인으로는 고도, 향, 경사에 따른 분석을 하였

으며, 인위적 요인은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와 산사태 복구지를 선정하여 분

석을 실행하였다. 기타요인으로는 기주목의 DBH(흉고직경)에 따른 분포 

양상을 알아보았다. 특히 DBH의 분포는 다른 지형적 환경인자와 달리 개

별목 자체가 감염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지역과 피해확산현황을 통해 

밝혀진 4개 구역의 집중감염지역 간의 차이를 통해 유의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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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분석

(A)

(B)

[그림 3-2] 고도 별 피해확산 현황 (A) 고도분석, (B) 완전감염목의 고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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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향) 분석

(A)

(B)

[그림 3-3] 사면 별 피해확산 현황 (A) 사면(향)분석, (B) 완전감염목의 사면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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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 분석

(A)

(B)

[그림 3-4] 경사 별 피해확산 현황 (A) 경사분석, (B) 완전감염목의 경사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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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감염목 분포

(A)

(B)

[그림 3-5]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피해확산 현황

 (A) 등산로로부터의 거리 분석, (B) 완전감염목의 등산로로부터의 거리 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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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사태복구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감염목 분포

(A) 

(B)교체

[그림 3-6] 복구지로부터의 거리별 피해목 확산 현황 

(A) 복구지로부터의 거리, (B) 완전감염목의 복구지로부터의 거리 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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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BH(Diameter of Breast Height)별 분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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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DBH 별 피해목 확산 현황 

(A) DBH측정, (B) 전체지역의 완전감염목의 DBH별 분포 (C) 주 감염지역의 DBH별 분포 

[그림 3-2]는 고도별 피해목의 분포에 관한 결과이다. 우면산의 최고 고

도는 254m이며 본 연구대상지의 최저고도는 74m, 최소고도는 246m이다. 

피해목은 참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고도 96m부터 최고 230m까지 발견되었

다. 고도를 10m씩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분포를 하는 

구간은 170~180m로서 52본이 확인되었다. [그림 3-3]는 사면(방향)에 따른 

피해목의 분포 결과이다. 피해목의 출현 횟수는 북측사면 78본, 북동사면 

48본, 동측사면 13본, 남서사면 0본, 남측사면 3본, 남서사면 12본, 서측사

면 114본, 북서사면 133본이 확인되었다. 전체 피해목 중 북서사면에서 

32%의 비율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서면에서는 29%의 비율로 북서사

면 다음으로 많은 분포율을 보였다. [그림 3-4]는 경사에 따른 피해목의 

분포 결과이다. 우면산의 경사는 최저 0%에서 최대 77%경사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경사는 24%이다. 경사별 피해목의 출현 횟수는 0~10%경사에

서 4본, 10~20%경사에서 62본, 20~30%경사에서 219본, 30~40%경사에서 99

본, 40~50%경사에서 16본, 50~60%경사에서 1본이다. 20~30%의 경사에서 

전체 피해목 중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분포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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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피해목의 분포결과이다. 광릉긴

나무좀의 이동능력이 15.6m임을 고려하여 거리 20m 별로 측정한 등산로

부터의 거리 피해목의 분포는 20m 이내에서 165본이 발견되었으며 전체에

서 41%를 차지하고 있다. 등산로로부터의 거리 40m 내의 피해목은 총 279

본으로서 전체 피해목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 20m 내에 존재하고 있는 

피해목과 비교했을 때 165본에서 114본 증가하였다. 이는 20m 내에 존재

하고 있는 피해목 본 수와 비교했을 때 40m 내에 존재하고 있는 피해목본

수의 출현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등산로로부터의 거리 

60m의 피해목은 총 347본으로 전체 피해목의 87.18%를 차지하고 있다. 

40m 이내의 피해목과 비교했을 때 32본이 증가한 값으로 등산로로부터 거

리 20m와 40m를 비교했을 때 등산로로부터 멀어질수록 피해목본수가 줄

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6]은 산사태복구지로부

터의 거리에 따른 피해목의 분포 결과이다. 사태 복구지로부터 20m 내 존

재하고 있는 피해목 본 수는 89본으로 전체 피해목 수에 22%의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지로부터 40m 내 존재하고 있는 피해목수는 

20m 이내에 존재하고 있는 피해목 본수에서 130본이 추가로 발견 되었다. 

산사태 복구지로부터 60m 내 존재하고 있는 피해목 본수는 318본으로 전

체 피해목수에 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0m 거리 내에서 출현한 목

본수와 비교했을 때 총 99본이 추가되었다. [그림 3-7]은 흉고직경 별 피

해목의 분포 결과이다. 전체지역에 대한 피해목들의 흉고직경은 5~65cm의 

범주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흉고직경 별 출현 횟수는 지름 

5~10cm에서 27본, 11~20cm에서 79본, 21~30cm에서 159본, 31~40cm에서 84

본, 41~50cm에서 49본, 51~60cm에서 5본이다. 흉고직경 21~30cm 범주에서 

전체 피해목의 3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자치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11~40cm의 흉고직경을 가진 성목에서 감염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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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집중감염지역에 대한 피해목의 흉고직경의 분포경향을 알아본 결

과 전체지역의 피해목 분포 범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피해목의 흉고직경 

별 분포는 5~65cm의 범주에서 존재하고 있었으며 출현 횟수는 전체 통합

하여 집계한 결과 총 155본 중 직경 5~10cm에서 17본, 11~20cm에서 33본, 

21~30cm에서 67본, 31~40cm에서 25본, 41~50cm에서 9본, 51~60cm에서 4본

이다. 흉고직경 21~30cm 범주에서 전체 피해목의 4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자치하고 있었다.

1.3 종합 

우면산 내 북사면의 완전감염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참나무시들음

병의 분포양상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범위

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170~180m구간에서 피해목들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형적인 측면에서의 사면 별 분포경향은 북서사면과 

서측사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사면의 경우에

는 북측을 대상지로 하고 사면의 분포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미지형적으로 각 사면에 따라 감염에 높게 관련되어 있는 사

면의 파악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경사 별 분포경향은 20~30% 

경사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50% 이상의 경사가 존재하는 지형에

서는 피해목이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사의 경우에도 

미지형적으로 각 경사에 따라 감염에 높게 관련되어 있는 경사를 분류한 

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흉고직경 별 감염의 경향은 전체지역과 국

지적 감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21~30cm 범주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면산 대부분은 4연급의 중경목으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흉고직경별로 감염의 경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흉고직경

에 관계없이 다양한 크기의 참나무를 대상으로 감염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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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의 경우는 등산로부터 가까워질수록 피해목의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의 분포 특

징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영향을 가진 인자로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복구지로 부터의 거리를 통해 공간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목의 개체 수에 따른 영향력을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공간

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산사태복구지로

부터 20m의 거리를 가진 버퍼의 영역은 연구대상지의 40%를 차지하고 있

었으며 60m 거리의 버퍼는 연구대상지의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

로 산사태복구지는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우면산 북 측면에 공간적인 영향

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환경요인 데이터들의 빈도분석을 통해 

감염의 경향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참나무시들음병의 감염에 관여

하는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요인에 따른 

감염공간과 비감염공간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

하고자 한다.

2. 환경요인과의 관련성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참나무시들음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어 추출

한 환경요인과 공간특성에 대한 관련성을 다음 2단계를 통해 밝히고자 한

다. 첫 번째로 감염지역과 비 감염지역 간의 환경적 요인의 통계적인 차이

를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환경요인이 감염공

간과 비 감염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편상관 분석

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제한을 하여 관련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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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염공간과 비감염공간의 통계적 차이

감염지역과 비감염지역의 환경인자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기초통계를 

통해 확인 하고자 한다. 

1) 공간의 분류

분석을 위하여 [그림 3-7]과 같이 감염지역과 비감염지역을 1과 0으로 

이루어진 명목척도로 공간을 분류하였다. 즉, 감염이 된 지역은 피해목들

이 존재하므로 (1), 비감염지역은 피해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0)으로 설

정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두 공간에 대해 차이를 검증할 환경인자는 고도 

경사 향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이며, 흉고 직경 값은 비 감염목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할 수 없어 앞서 밝혀진 사실에 의의를 두고 제외 하여 진행하고

자 한다. 

[그림 3-8] 감염지역과 비감염지역의 공간 분류형태

10m씩 설정 된 격자는 총 3,457개의 공간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림 3-8]

와 같이 분류 되었다. 이렇게 분류 된 공간에 대한 환경인자들은 [그림 

3-9]와 같이 MEAN(평균값)을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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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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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3-10] MEAN값으로 지정 된 환경인자

(A) 고도, (B)사면(향), (C)경사, (D)등산로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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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요인 별 통계 분석

감염된 공간과 감염되지 않은 공간의 환경요인별 통계적 차이를 T-검정

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 [표 3-1]은 통계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지역 구분 N M SD t P

고도

감염지역 311 168.27 32.134

-4.127 .000

비감염지역 3146 160.16 33.155

향

감염지역 311 237.13 107.148

-1.805 068

비감염지역 3146 225.47 108.848

경사

감염지역 311 25.09 7.350

.018 .986

비감염지역 3146 25.10 7.459

등산로

거리

감염지역 311 30.86 26.603

2.366 .018

비감염지역 3146 35.86 30.211

[표 3-1] 통계적 차이 결과

*p<.05

감염지역과 비감염지역에 대한 환경요인들의 차이점을 확인해본 결과 

고도요인과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는 참나무시들음병에 감염에 있어서 고도와 등산로로부터의 거리가 유의

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향과 경사의 경우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향의 경우에는 북사면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북

사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계적인 차이가 없을 가

능성이 있다고 앞서 시사하였다. 또한, 경사의 경우 분포 역시 상대적으로 

21~30%경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지형요소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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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향과 경사각 범위별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유무 검정과 영향력이 있

다고 가정이 만족했을 때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 사면 M SD F P

향 North .05 .211 3.893 .000

[표 3-2] 향 별 통계적 차이 결과

 

*p<.05

대상지의 향은 총 9개로 분류되며 평지,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를 대상으로 감염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적어

도 9개중 감염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중 북쪽

이 감염에 가장 높게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1] 향의 평균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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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 사면 M SD F P

경사

21~30% .10 .298

3.535 .003

41~50% .00 .000

[표 3-3] 경사 별 통계적 차이 결과

*p<.05

대상지의 경사는 0%에서 60%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를 10%씩 나누어 

가 감염에 있어서 경사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경사별로 감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중 21~30%의 

경사가 감염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41~50%의 경사와 

차이가 있음을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확인 하였다. 

[그림 3-11] 경사의 평균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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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요인 간 영향력 검증

본 분석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환경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요인들간의 상관성 변화에 대한 유무검정을 통해 요인 간의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해서 확인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환경요인 자체로 독립적으로 영

향인가 혹은 간섭에 의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검정을 하고자한다.

1) 상관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참고하여 편상관 분석에서 변인

을 통제하였을 때 나오는 값과 비교하고자 한다.

Infection Elevation Aspect Slope Distance

Infection 1
Elevation .070* 1
Aspect .031 -.147* 1
Slope .000 -.088* -.003 1

Distance -.040* -.040* .048* .276* 1

[표 3-4]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p<.05

상관분석을 통해 감염에 있어서 고도값과 등산로로부터의 거리값이 유

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도의 경우는 모든 환경인자들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값을 바탕으로 각 요소들을 

통제하였을 때의 환경요인의 변화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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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상관분석

ㄱ. 통제변인 - 고도(Elevation)

Infection Aspect Slope Distance
Infection 1
Aspect .042* 1
Slope .006 -.016 1

Distance -.038* .042* .273* 1

[표 3-5] 편상관 분석-고도

*p<.05

[표 3-3]은 고도값을 통제하였을 때 다른 환경요인들의 반응에 대한 결

과값이다. 고도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요인과 감염에 있어서 유

의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고도값을 통제한 결과 감염과 유의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환경요인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ㄴ. 통제변인 - 향(사면, Aspect)

Infection Elevation Slope Distance
Infection 1
Elevation .075* 1

Slope .000 -.089* 1
Distance -.042* -.033 .276* 1

[표 3-6] 편상관 분석-향

*p<.05

[표 3-4]는 향을 통제하였을 때 다른 환경요인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 값

이다. 향의 경우 감염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고도와 등산로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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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향을 통제하였을 때의 결과

는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는 상관성을 가진 기존의 환경요인들의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ㄷ. 통제변인 - 경사(Slope)

Infection Elevation Aspect Distance
Infection 1
Elevation .070* 1
Aspect .031 -.148* 1

Distance -.042* -.016 .051* 1

[표 3-7] 편상관 분석-경사

*p<.05

[표 3-4]는 경사를 통제하였을 때 다른 환경요인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 

이다. 경사의 경우 고도와 등산로로부터의 거리 간의 상관관계만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사를 통제하였을 때 감염과 기타환경요인간

의 상관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와 고도 사

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된다.

ㄹ. 통제변인 - 등산로로부터의 거리(Distance)

Infection Elevation Slope Aspect
Infection 1
Elevation .069* 1

Slope .033 -.145* 1
Aspect .011 -.080* -.017 1

[표 3-8] 편상관 분석-등산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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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표 3-5]는 등산로로부터의 거리(Distance)를 통제하였을 때 다른 환경요

인들의 반응에 대한 결과 값이다. 등산로로부터의 거리는 감염을 포함한 

환경인자들과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이다. 이러한 등산로로부터의 거

리를 통제하였을 때 감염과 다른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3 종합

본 장에서는 조사한 결과 값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공간의 특징

별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서 밀도분석을 통해 등산로로

부터의 거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입증과 기타 환경요인과 감

염의 관계성을 알고자 먼저 감염지역과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공간

분류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공간과 감염되지 않는 공간들에서 각각 

작용하는 환경요인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감염에 있

어서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와 고도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앞서 밀도분석을 통해 가정한 등산로로부터의 거리가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예상에 유의미한 결과이다. 그 외 향과 경사의 경우에는 감염에 

영향력이 미미하나 미지형적인 요소로서 그 중 특별히 영향을 주는 범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향의 경우에는 

감염에 있어서 북쪽이 가장 높게 관여하고 있었으며 경사의 경우는 

21~30% 범위에서 감염에 가장 높게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설의 보완을 위해 편상관 분석을 하였다. 이는 유의미한 변

인에 대한 통제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거쳐 환경요인이 독립적인 영향력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자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환경요인이 미치

는 영향이 다소 있었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감염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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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등산로로부터의 거리와 고도

가 독립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절을 통해서 등산

로로부터의 거리와 고도가 감염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여 참나무시

들음병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

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3. 피해지역의 관리

본 절에서는 우면산 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나무시들음병의 피해

목들의 손실량을 정량화시켜 열려있는 공간을 추정하였다. 열려있는 숲 공

간은 다양한 교란의 원인과 광릉긴나무좀의 서식에 있어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므로 참나무의 손실량을 추정을 통한 열려있는 공간의 정량

화를 통해 향후 위험지역의 예측 하고자 한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답

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반영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 우면산 참

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3.1  수목손실량 추정

본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는 흉고직경만 존재하기 때문에 흉고직경을 

통해 수관폭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는 Golo Stadelmann(2014)가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참나무의 회귀분석 값과 흉고직경크기를 10cm 범위로 나누어 

도출한 평균 흉고직경값을 활용하여 수관폭 값을 추정하는 수식에 넣어 

결과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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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H(cm) Mean(cm) CD(m) Area()
0~9 5.8 2.6 54.08

10~19 13.7 3.9 882.18

20~29 23.2 5.3 3202.26

30~39 31.7 6.7 5835.7

40~49 42.5 8.4 4798.08

50~59 50.3 9.8 1536.64

60~ 61.3 11.3 510.76

Total 16819.7

[표 3-9] 흉고직경으로 추정한 수관 폭 및 전체 수관면적 

[표 3-5]는 각 흉고직경 크기별 수관폭을 추정한 결과이다. 최소 직경 

2.6m에서 최대직경 11.3m의 수관폭이 존재하고 있으며 추정된 수관폭을 

활용하여 피해목의 개체 수에 따른 손실면적을 추정하였다. 피해목 총 398

본에 따른 총 손실 면적은 16819.7로서 연구대상지로 설정된 지역이 

345700로서 총 4.9%를 차지하는 공간이 열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의 열린 공간은 대상지 전역에 불규칙적으로 분포 되어 있으며 기존

의 열린 공간인 등산로와 산사태복구지와 연결되는 점이 교란과 침입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10]은 분포하고 있는 

피해목들의 손실면적을 이미지화한 지도이다. 2014년도 8월에 Google 

Earth에서 촬영한 위성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추정한 공간과 실제로 열려

있는 공간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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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공간에 대한 추정을 위해 손실량과 산사태복구지 등산로에 대한 

공간의 크기를 추출하였다. [표 3-6]은 대상지 전체에 대한 열려있는 공간

을 추출한 결과 값으로 피해목의 손실량과 산사태복구지 그리고 등산로의 

공간을 정량화시켰다. 등산로의 경우는 현장조사를 통해 등산로 폭을 지점

마다 측정한 뒤 평균값으로 등산로 전체 공간 크기를 추정하였다. 측정된 

등산로 폭은 평균값은 1.2m이다. 

열린 공간분류 Area()
손실량 16,819

복구지 51,319

등산로 11,550
총 79,688

[표 3-10] 대상지내 열린 공간

그 결과 대상지내 열린 공간에 대한 면적은 총 79,688로 추정하였으

며, 연구대상지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14] 대상지 내 열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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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집중관리지역 선정

앞서 피해목의 흉고직경을 이용한 수관폭 추정 식을 이용하여 전체면적

에 대한 손실량을 도출한 결과 16,819로서 전체지역의 4.9%를 차지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등산로와 산사태 복구지를 추가로 정량화하여 연구대

상지 내 열린 공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내 열린 공간은 총 17%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 대상지에 대한 관리방안은 열린 공

간과 앞서 1절에서 분류한 감염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항목들 그리고 감

염에 가장 높게 관여하는 등산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

선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설정을 위해 향후 

피해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추정을 하였다. 추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감염 상으로 분류된 두 개의 군과 등산로가 주로 

중첩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감염의 잠재성이 있는 끈끈이롤 트랩 

처리한 수목의 분포양상을 통해 향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열려있는 공간이 밀집해 있는 교란의 피해가 높은 지역을 고려하였

다. [그림 3-12]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총 6

개 지역은 향후 감염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감

염률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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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리방안

피해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결과들

을 활용하여 집중감염구역 및 연구대상지 전체에 대한 관리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1) 단기 1년 계획 (집중감염구역 우선)

ㄱ. 훈증처리 피해목의 관리

현장조사 결과 훈증처리 된 적재목들 대부분이 반년 이상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있었다. 또한, 등산로 구간에서는 물리적으로 훼손되어있는 훈증

처리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차 감염의 가능성이 크다. 

 [그림 3-16] 훼손된 훈증처리적재목에 침입한 광릉긴나무좀

(연구자 직접촬영) 

[그림 3-12]는 실제로 훼손된 훈증처리 적재목에서 광릉긴나무좀이 새로

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산로 중심으로 훼손된 훈증처리목

의 잔존은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률이 

가장 높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훈증처리 기간이 지난 피해목 제거 사업 실

행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며 잔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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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숲 내부로의 출입 제한

등산객의 임산물 불법채취 및 등산로 외의 길로 침범은 광릉긴나무좀을 

매개하는 원인이 되어 참나무시들음병을 확산할 수 있다. 

 [그림 3-17] 등산객의 숲 내부 침입 (불법임산물 채취)

(연구자 직접촬영) 

그러므로 등산로 주변으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와 관리

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려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완충 식재 및 등산객 

교육을 통한 의식 강화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한 감시체계 수립을 하는 것

이다. 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매개를 저지함으로써 감염을 낮출 수 있으

며 산림환경의 훼손으로 인하여 열악해지는 서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ㄷ. 참나무 서식의 위협요인으로서 교란식생 제거 

우면산은 교란종(서양등골나물, 칡 등)의 침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참나무의 피압, 활력도 저하 및 서식지 내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광

릉긴나무좀의 침입이 용이해지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열악해진 환경

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확산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참나무의 자생을 위

협하는 교란종 및 외래종 제거를 통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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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칡에 의해 피압되고 있는 참나무

(연구자 직접촬영) 

2) 중기 3~5년 계획 (집중감염구역 및 비감염구역)

ㄱ. 숲 열림 공간 보식 

피해목을 벌채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숲의 열림은 다양한 교란에 취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그림 3-16]

[그림 3-19] 벌채로 인한 열린 공간

(연구자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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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햇빛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진 광릉긴나무좀의 주 서식환경이 조성

되기에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숲의 열림 및 수관 개방이 된 등

산로 주변은 참나무의 보식을 지양하고 서식환경에 적합한 기타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그 외 비감염지역에 대해서는 참나무 보식을 시

행하며 등산로 주변은 피해의 위험이 크므로 혼효림 환경 조성을 통해 견

고하고 안정적인 산림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ㄴ. 중점관리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참나무시들음병은 여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으

므로 앞서 설정한 중점관리지역의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

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감염목의 관찰 및 제거를 통해 감염목에 서식하는 

광릉긴나무좀의 다른 참나무로 이동의 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참

나무시들음병의 피해는 3~5년 주기별로 증감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장기 10년 계획 (전체 지역)

ㄱ. 보식한 수목에 대한 관리

 피해지역 내 보식을 실시했을 경우 보식한 수목의 서식현황을 파악하

고 활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산림구조의 안전

성을 확보를 위해서 수목 전문가 집단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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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결론

산림을 위협하는 교란의 피해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산림 

병해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산림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차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실제 답사를 통해 많은 양의 참나무가 참나무시

들음병에 의해 소실되어 견고한 산림구조에 열린 공간이 생성되면서 다양

한 교란의 피해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칡과 서양등

골나물의칡과 서양등골나물의 등의 침입이 우면산의 열린 공간의 많은 부

분에서 침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란들은 산림구조 약화의 시발점

이 되어 참나무시들음병의 재발병에 대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림 4-1] 서양등골나물의 침입 

(연구자 직접촬영)

 

그러므로 악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교란의 원인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란의 원인이 되는 참나무시들음병은 곤충이 매개하는 

산림 병해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석접근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채로 물리적인 방제에만 힘을 쓰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하였다. 참나무시들음병의 공간분포에 접

근하여 피해를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피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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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등산로와 고도가 감염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

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시 등산로 및 고도에 대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한다. 등산로는 참나무시들음병의 분포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서 햇빛을 좋아하는 광릉긴나무좀의 특성과 함께 등산객을 통해 피

해가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을 가진 공간으로 열려있는 공간에 대한 침입도 

고려할 수 있다. 고도는 광릉긴나무좀의 서식기호와 관련되어 있으리라 추

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의 재발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인위적 교란과 열린 공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안하였다. 특히 열린 공간은 현재 교란이 계속 진행 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에 따른 양상을 살피고 원인이 되는 

환경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참나무시들음병의 

발병은 2015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높아졌다가 2016년 현재 낮아진 상태이

다. 그러나 과거 발병의 추이를 살펴보면 3년 주기로 발병이 감소하고 증

가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재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산림 질

병이다. 그러므로 공간분포에 대한 접근을 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시작한 연구로서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관여하는 환경인자를 구축하고 관련성을 밝히

는 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인 분석을 하여 

등산로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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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리방안은 본 대상지 외에도 다른 도시림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간분포에 따른 다양한 환

경인자가 적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환경요인들 외에 추가적인 환경요인을 통해 후속연구에서 이를 보완하고

자 참나무시들음병의 분포 및 확산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 참나무시들음병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69 -

참고문헌

국내문헌

 ■ 단행본

서울특별시(2016). 2016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국토교통부(2014), 201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이희연 (2011), GIS 지리정보학

이희연 (2014), 고급통계 분석론

 ■ 연구논문

김태근(2010).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예측을 위한 ENFA기법의 적용성. 

『국립공원학회』 , 1(3): 180-184

남종민, 김재근(2013). 우면산의 식생 연구. 『한국자연보존연구학회』, 

 11 (1-2):27-39

엄태원, 천정화, 김경희(2009),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지역의 임분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23(2): 220-232

염정연, 한봉호, 최진우, 정희은(2013) 북한산국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 맵핑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27(6): 704-717, 2013

한봉호, 최진우, 염정헌, 이경재(2014)북한산국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역 식생구조 특성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28(3): 342-356

 ■ 학위

박근호(2008). 광릉긴나무좀의 생태적 특성 및 약제방제, 충북대학교 대

학원



- 70 -

안효연(2008).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에서의 산림군집구조 분석 및 환

경인자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이상웅(2013). 기후변화에 따른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 및 대책에 관

한 연구, 치악산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 연구보고서

국립산림과학원(2013). 참나무시들음병 발병생태 및 방제연구. 국립산림

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2013). 참나무시들음병 종합관리연구. 국립산림과학원

 ■ 뉴스기사

박은호, ‘숲이 위험하다…참나무 시들음병에 신음’, 서울신문, 

2004.10.30.

 ■ 인터넷 웹사이트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71 -

해외문헌

 ■ 연구논문

A. dan wilson (2001). Oak Wilt, A Potential Threat to Southern and 

Western Oak Forests , Journal of forestry, 99(5)

Angela.L, Marco.H, Lorenz.F (2013). Spatio-temporal infestation patterns 

of Ips typographus (L.) in the Bavarian Forest National Park, 

Germany, Ecological Indicators, 31: 73–81
Desheng Liu , Maggi Kelly , Peng Gong, Qinghua Guo (2007). 

Characterizing spatial–temporal tree mortality patterns associated with 

a new forest disease ,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53: 220–231
Ferenc Pasztor, Christoph Matulla, Werner Rammer, Manfred J. Lexer 

(2014) Drivers of the bark beetle disturbance regime in Alpine 

forests in Austria,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318: 349–358
G.E. Hemery a, P.S. Savill,, S.N. Pryor (2005), Applications of the crown 

diameter–stem diameter relationship, for different species of 

broadleaved tree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15: 285–294
Golo Stadelmann, Harald Bugmann, Beat Wermelinger, Christof Bigler 

(2014), Spatial interactions between storm damage and subsequent 

infestations by the European spruce bark beetle, Forest Ecology 

Huapeng Chen, Peter L. Jackson, Peter K. Ott, David L (2015). A 

spatiotemporal pattern analysis of potential mountain pine beetle 

emergence in British Columbia, Canada ,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 337: 11–19
Markus.K, Kai.D, Axel.G, Reinhard.S (2011) Quantifying spatio-temporal 



- 72 -

disperasion of bark beetle infestations in epidemic and non-epidemic 

condition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62: 598–608
Michio Oguro, Sawako Imahiro, Shoichi Saito, Tohru Nakashizuka (2015) 

Relative importance of multiple scale factors to oak tree mortality,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356: 173–183
Paul H. Evangelista, Sunil Kumar, Thomas J. Stohlgren, Nicholas E. 

Young (2011) Assessing forest vulnerability and the potential 

distribution of pine beetles under current and future climate 

scenarios in the Interior West of the U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62: 307–316
Susan J. Crocker, Greg C. Liknes, Fraser R. McKee, Jana S. Albers, 

Brian H. Aukema (2016) Stand-level factors associated with resurging 

mortality from eastern larch beetle,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375: 27–34



- 73 -

▮ Abstarct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Oak wilt 
disease affected areas in Mt.Umeoun

Kang, Jee Ah

Major in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Yong-hun, Son 

Incidents of oak wilt disease have recently skyrocketed in South Korea. 

As a result, the damage in the predominantly Quercus species regions 

continues to mount. The biological plagues that are prevalent in the 

forests cause a massive loss of single species, thereby leading to various 

problems such as a reduction of biomass, a change in crown density and 

a loss of function with opening of forest. That is, they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change in the forest structure.

Umyeon Mountain had been devastated by the incidents of oak wilt 

disease from 2013 to 2015. Unlike the other areas devastated by oak wilt 

disease, this target area had already suffered from landslide in the 

previous year. Hence, it is different in that the environmental change 

factors resulting from the physical damage were involved. Thousands of 

oak trees were lost due to the natural disaster and oak wilt disease. Most 

of them are still exposed to disturbances. Umyeon Mountain is a part of 

Seoul dulle-gil trail that is frequented by visitors. It is surrounded by the 

residential areas and commercial districts. Hence, local residents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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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degree of interest in the utiliz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forest. 

Indeed, Umyeon Mountain has been fulfilling a variety of social and 

ecological roles as a natural park district. So, the value of Umyeon 

Mountain raises the need for making up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oak wilt disease outbrea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oak wilt disease. Moreover, this study aims to deduc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damaged areas by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relation to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oak wilt disease. Last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anagement measures for the areas damaged by 

oak wilt disease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spatial characteristics. 

First, the location data of those damaged trees was collected through the 

on-site investigation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oak wilt disease. The item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included felled 

tree, infected tree, glutinous roll trap treated tree and fumigated tree. A 

total of 12 on-site investigation had been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As a result, a total of 1,227 location data were obtained.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environment of target areas after separating 

the infected areas from those uninfected areas by utilizing the obtained 

data and ArcGis (ver. 10.1)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involved in oak wilt disease. As a result, the most 

severe damage was found in the oak tree with northwest facet, which 

had an altitude of 170 to 180m, a slope of 20 to 30% and 20 to 31cm 

diameter at breast height. In addition, the closer it was from the 

mountaineering trail, the more of damaged trees there were. Thir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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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verified the statistical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factors between 

the infected areas and the uninfected areas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which were extracted since they had been expected to influence oak wilt 

disease.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the presence of impact caus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s having statistical differences on the infected 

and uninfected areas.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obtain the significant 

results that would serve as an important factor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the distance and altitude from the mountaineering trail on the 

distribution of oak wilt disease. Fourth, this study estimated the width of 

crown for the damaged tree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Golo 

Stadelmann (2014) in order to highlight the need for an overall 

management on the areas damaged by oak wilt disease around 

Umyeon-san. In addition, this study estimated the open space by 

quantifying the mountaineering trail and landslide rehabilitation areas.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17% of the space within the target 

area was opened. The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management 

plans were established accordingly on the basis of the aforementioned 

findings an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amaged area.

▮Keywords: Oakwilt disease, Spatial characteristics, Urban forest, 

  Environment factors,  Forest management, 

▮Student Number: 2014-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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