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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Pine wood nematode)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us Hope)와 북방수염하늘소 

(Monochamus saltuarius Gebler) 수컷 성충이 방출하는 집합-

성페로몬의 일별 방출량과 방출 시기, 주별 방출량, 낮과 밤 시간대별 

방출량을 측정하고 암수 성충 더듬이의 정보물질에 대한 전기적 반응과 

감각기의 형태와 분포를 분석하였다. 두 매개충의 수컷 성충의 일별 

페로몬 방출 주기를 보면 두 종 모두 불규칙적이지만 꾸준히 방출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로몬의 최초 방출시기를 비교해보면 

솔수염하늘소의 수컷 성충은 표피 경화 이후에 평균 10.6일 후에 

페로몬 방출을 시작한 반면에, 북방수염하늘소의 수컷 성충은 평균 

5일부터 방출을 시작하여 솔수염하늘소보다 페로몬을 먼저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별 페로몬 방출 패턴을 비교한 결과, 두 종 모두 

2~3주차에 페로몬을 가장 많이 방출하였지만 솔수염하늘소는 

8주차부터 양이 줄어들고 북방수염하늘소는 이후에도 비교적 꾸준히 

방출하였다. 하루 내 시간대별 방출량을 보면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둘다 밤 시간대에 많이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솔수염하늘소에 비해 북방수염하늘소는 밤에 방출하는 페로몬의 양과 

낮에 방출하는 페로몬의 양은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는 사실로 보아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는 시간대별로 집합-성페로몬의 방출 

시간대를 차이를 두어 종 간 경쟁을 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별 

페로몬 방출량 조사와 더불어 페로몬과 함께 야외 유인력이 검증된 

정보물질 4 종류에 대한 더듬이의 전기 생리 반응 

(Electroantennogram)을 측정하였다. Monochamol, (-)-α-pin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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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ipsenol의 0.1~1000 ㎍의 농도별 전기적 반응도를 측정한 결과, 

솔수염하늘소 암컷은 수컷에 비해 전기적 반응의 민감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북방수염하늘소는 암컷과 수컷의 전기적 반응 차이가 거의 없었다. 

북방수염하늘소에게만 야외 유인력이 있는 ipsenol에 대해서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모두 전기적 반응이 가장 크게 나왔다. 

이를 통해 ipsenol은 솔수염하늘소에게 기피효과가 있고 

북방수염하늘소에게 유인효과가 있다고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두 종의 암수 더듬이 감각기를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형태, 소켓의 유무, 

감각기 끝 모양, 크기에 따라 chaetica, trichodea, basiconica, 

coeloconica 감각기로 구분되었으며, 길이와 폭의 차이에 따라 chaetica 

3 종류, trichodea 2 종류, basiconica 3 종류, coeloconica 1 종류로 

분류되었다. 감각기의 분포를 보면 chaetica 감각기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basiconica는 채찍마디의 끝으로 갈수록 많이 발견 

되었으며 trichodea와 coeloconica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Basiconica는 세부 타입 3 종류 모두 표면에 많은 미세 구멍이 

발견되어 화학적 감각를 감지한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richodea는 

모든 마디에 균일하게 분포하는데 감각기의 끝에서만 미세구멍이 

발견되어 미각 감각을 감지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그 외에 chaetica 

감각기와 coeloconica는 각자 기계적 감각과 압력을 감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 요 어 : 소나무재선충병,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 
북방수염하늘소(Monochamus saltuarius), 2-undecyloxy-1-ethanol, 
더듬이 감각기 분석, Electroantenn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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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수목병 중 

하나이다(Ikegami and Jenkins 2018). 이 수목병은 소나무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lus (Steiner and Buhrer) Nickle]이 기주인 

소나무의 수분의 이동을 방해하면서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국내에는 1988년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감염목이 보고 

된 이후로 꾸준히 발병지역이 증가하였다(Shin 2008). 2008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보고되면서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와 북방수염하늘소(Monochamus saltuarius 

Gebler)가 새로운 기주와 매개충으로 밝혀졌다. 2013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20,183,996 본 발생했던 것에 비해 발생본수가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 686,422본으로 전국적으로 피해 발생본수가 줄고 

있지만 매년 수 십만 본 이상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산림청, 2018). 

또한, 현재 전국 117 개의 시, 군, 구에서 발생이 보고 되었고 충북 

진천군 등 새로운 발병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산림청 2018).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과 이동은 주로 매개충에 의한 확산으로 

이루어진다.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Monochamus 속의 하늘소가 

고사목에서 탈출한 이후에 성적 성숙을 위해 건전목의 어린 가지를 

가해한다. 이때 하늘소에 의한 상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이 건전목에 

침입을 한다. 감수성 기주는 3~4 주 이후에 시들음 증상을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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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모노테르펜과 같은 물질을 방출한다. 쇠약한 

기주가 방출하는 휘발성분을 성충 하늘소가 감지하여 모여들면서 교미와 

산란이 이루어진다.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고사된 기주는 매개충 암컷의 

산란처가 된다. 건장목이 배출하는 수지(oleoresin)에 의해 매개충의 알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암컷의 산란처로는 고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주가 적합하다. 암컷이 산란을 하면 유충은 1~2 령충일 때 내수피를 

가해하다가 3~4 령충 일 때 목질부 안으로 들어가 식해하고, 겨울을 난 

이후에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에서 우화하여 성충이 되고 나서 표피의 

경화를 위해 4~5 일 간 번데기방에서 머문다(Pershing and Linit 1986). 

이때 소나무재선충이 성충 기문에 침입하여 기생한다. 성충이 탈출공을 

통해 기주 밖으로 나가고 건강한 기주의 당년지를 가해할 때 

소나무재선충은 새로운 기주에 침입하게 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하게 된다(Zhao et al. 2008).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에 기생할 

때에는 매개충의 생리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기문을 막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Togashi et al. 2016)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의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생태적으로 강한 공생 관계라 

볼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방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선충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매개충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국내에 알려져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는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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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와 중부지역에 서식하는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다(Kwon 2006).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 교미를 안 한 개체는 일생 동안 5 km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Kwon et al. 2018) 바람이나 교통수단 

혹은 인간에 의해 더 먼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방제 정책으로는 발병 지역과 의심지역 2 km 이내의 기주를 전부 베는 

모두베기와 1 cm크기 이하의 목재 칩으로 만드는 벌채 파쇄 등의 

기계적 방제와 벌채 훈증, 항공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의 화학적 방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Shin 2008). 하지만 유기합성 농약은 인축에 대한 

독성, 천적 감소, 잔류, 저항성 해충 출현 등 많은 부작용으로 점차 

지양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합성 농약보다는 매개충만을 선택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나 페로몬을 이용한 대량 

포획 등 환경친화적 방제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로몬 트랩의 

경우 특정 종에게만 포획 효과가 우수하여 발생 예찰 및 대량 포획에 

의한 밀도 감소에 효과적이다(Hanks and Millar 2016).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Monochamus 속 하늘소는 수컷 성충이 집합-

성페로몬(aggregation-sex pheromone)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합-성페로몬이 2-undecyloxy-1-ethanol (monochamol)이라는 것도 

밝혀졌다(Pajares et al., 2010). 모든 Monochamus 속 하늘소 수컷 성충이 

집합-성페로몬을 방출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역시 수컷 성충이 

monochamol을 방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Teale et al. 2011, Lee et al. 

2017). 하지만, Monochamus 속 성충들의 페로몬 방출시기, 방출량 

그리고 방출 시간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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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화학 생태를 이해하는데에 있어서, 페로몬의 방출 패턴과 

더불어서 곤충이 페로몬 감지 기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곤충은 

페로몬을 더듬이에서 감지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더듬이에서는 

페로몬과 휘발물질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장애물을 파악 

하고 대기 중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계적 감각, 

미각, 후각 그리고 온도 및 습도 등을 감지하는 것은 더듬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감각기(sensilla)들이 수행한다. 더듬이에 있는 감각기들은 

저마다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다(Schneider 1964). 또한 형태와 구조에 

따라 감각기가 어떤 자극을 감지하는지는 곤충 마다 달라진다. 이를 

알아 내기 위하여 감각기의 형태적 분류와 더불어 화합물에 대한 

더듬이의 전기 생리 반응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집합-성페로몬 방출시기, 방출량 및 방출 시간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집합-성페로몬과 함께 야외에서 집합-성페로몬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α-pinene, 에탄올 그리고 ipsenol을 농도 별로 

더듬이에 분사하면서 전기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어떤 물질에 

민감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더듬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주사전자현미경(FESEM-SUPRA)을 이용해 관찰하고 분류하여 더듬이에 

있는 감각기를 형태적으로 분류하고 분포를 조사하여 암수와 두 종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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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제 1 절. Monochamus 속 하늘소의 화학 생태 

 곤충은 화학적 신호를 후각과 미각으로 감지하면서 주변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하늘소 역시 성충이 된 이후에 먹이 혹은 

산란처가 되는 기주의 휘발성 물질을 감지하거나, 교미할 다른 개체를 

찾기 위해 페로몬을 활용하기도 하고, 같은 기주를 공유하는 다른 

곤충의 페로몬을 카이로몬으로써 이용하기도 한다(Allison et al., 2004). 

 하늘소가 방출, 감지하여 같은 종 내 다른 개체를 유인하는 대표적인 

페로몬의 종류에는 수컷이 방출하여 다른 암수 개체를 유인하는 집합 

페로몬과 암컷이 방출하여 수컷만 유인하는 성페로몬이 있다(Hanks and 

Millar 2016). Monochamus 속의 하늘소가 분비하는 집합-성페로몬은 

Fauziah (1987)에 의해 그 존재가 제시 되었다. 솔수염하늘소의 

교미행동을 관찰해보면 암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컷은 

움직이지 않지만 암컷이 먼저 적극적으로 수컷 성충으로 접근하고, 

암컷이 수컷에게 근접했을 때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가 올라타서 교미가 

이루어져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는 페로몬을 방출한다고 알려져 

왔다(Fauziah, 1987). Kim et al. (2006)은 북방수염하늘소의 추출물질로 

유인실험을 했을 때 성충 암컷이 수컷의 추출물질에는 유인되었지만 

암컷의 추출물질에는 유인되지 않아 집합-성페로몬을 수컷만이 

방출한다고 보고하였다. Monochamus 속의 하늘소가 방출하는 집합-

성페로몬이 무엇인지는 Pajares et al. (2010)에 의해 처음 밝혀졌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Monochamus galloprovin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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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er의 성숙 암수 개체를 채집하여 휘발물질을 포집한 결과 성충 

수컷에서만 특이적으로 2-undecyloxy-1-ethanol (monochamol)을 

방출되었다. 이 물질에 펀넬 트랩(funnel trap)을 이용한 야외 검정에서 

유인력이 확인되어, 2-undecyloxy-1-ethanol이 M. galloprovincialis의 수컷 

성충이 분비하는 집합-성페로몬임이 밝혀졌다(Pajares et al. 2010). 

이후에 같은 속 하늘소인 M. alternatus, Monochamus scutellatus Say, 

Monochamus notatus Drury 그리고 Monochamus sutor Linnaeus 역시 

같은 monochamol을 집합-성페로몬으로 방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Teale 

et al. 2011, Fierke et al. 2012, Pajares et al. 2013). 다만 같은 속의 

하늘소가 같은 물질을 집합-성페로몬으로 사용한다면 종 간 경쟁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종 간 경쟁을 피하였다. 

먼저 지리적으로 활동 위치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 북미 지역에 

위치하는 Monochamus carolinensis Olivier, M. scutellatus, Monochamus 

titillator Fabricius, Monochamus mutator LeConte와 M. notatus는 지리적 

분포와 기주 선호성 그리고 산란지의 선호도가 다르다(Zhao et al. 2008).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역시 서로 선호하는 평균 기온대가 달라 

북방수염하늘소는 평균 기온이 8.2~13.2 ℃인 지역을 선호하여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이북의 지역에서 서식하고 솔수염하늘소는 평균 

기온이 13.2~14.6 ℃인 지역을 선호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지역과 

제주도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고 보고되었다(Kwon 2006). 하지만 두 종은 

최근 경상북도 포항과 예천, 전라북도 정읍 지역 등에서 서로 

혼재된다고 보고되었다(남영우 et al. 2016). 지리적으로 활동지역이 

겹친다면 그 다음으로는 서로의 계절적 차이를 두기도 하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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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활동 시간대를 나누기도 하며 서로 같은 물질에 대해 유인효과를 

보이거나 기피효과를 보임으로써 종간 경쟁을 피하는 전략을 

취한다(Meier 2018). 

 곤충은 집합페로몬 외에도 기주가 분비하는 휘발물질에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유인된다. 기주의 활력이 떨어졌거나 고사하였을 때 방출하는 

수분의 함량도와 방출되는 휘발물질의 조성에 하늘소는 반응을 하여 

산란처 혹은 먹이로 이용하기 위해 기주에 접근한다(Allison et al. 2004). 

실제로 Monochamus 속 하늘소를 야외에서 휘발물질을 활용한 트랩을 

설치하였을 때 집합-성페로몬인 monochamol만을 설치하는 것 보다 α-

pinene과 ethanol을 비롯한 다른 기주물질을 함께 설치하였을 때 더 큰 

유인효과를 보인다(Ryall et al. 2015). 또한 기주물질의 이성질체마다 

매개충의 유인효과와 반응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솔수염하늘소를 

소나무의 테르펜 물질들과 이성질체들로 EAG반응을 측정한 결과 (-)-

α-pinene보다 (+)-α-pinene이 더 반응이 좋았고 소나무 테르펜 중에서 

(+)-α-pinene, (-)-β-pinene, 3-carene 그리고 terpenolene이 제일 

반응이 크게 나왔다(Fan et al. 2007). 그러나, 단일물질의 반응도만으로는 

곤충의 실제 야외 유인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휘발물질들의 비율에 따라 

포획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곤충은 다른 곤충의 페로몬을 카이로몬으로써 이용하기도 하는데 

Monochamus 속 하늘소가 이용하는 카이로몬으로 대표적으로는 Ips 속의 

나무좀이 방출하는 ipsenol, ipsdienol 그리고 verbenol이 있다. 이는 

Monochamus 속 하늘소가 같은 기주를 공유하는 나무좀의 페로몬을 

인식하여 기주를 찾고 선택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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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페로몬트랩을 조성할 때에 비교적 경제적인 카이로몬을 페로몬 

및 기주물질과 함께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해충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Allison et al. 2001). 다만 카이로몬의 이성질체 혹은 조합을 달리하여 

야외 채집을 하였을 때에 각 종마다 선호하는 조합이 달라 이성질체 

조합별 야외 유인력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절. 더듬이 감각모 형태 연구 

 낫발이목(Protura)을 제외한 모든 곤충은 한 쌍의 더듬이(antennae)를 

갖고 있다. 곤충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보호받고 수분손실을 

막기위해 외골격을 가지는데, 이 외골격 때문에 놓치는 외부 신호들을 

더듬이를 비롯해 구기, 다리, 꼬리털 등에 신경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해결하였다(Kaissling and Thorson 1980). 곤충의 더듬이에는 다양한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sensilla)가 있으며 후각, 미각, 기계적 

감각,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할 수 있다. 감각기는 감각신경세포(sensory 

neurons)와 형태를 만드는 외부피막세포(tormogen cell), 

중간피막세포(trichogen cell), 그리고 내부피막세포(thecogen cell)로 

구성되어 있다(Schneider 1964, Klowden 2009). 감각기를 분류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한다. 감각기의 외부형태로는 그 

기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외부 구조와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 

감각기의 주요 기능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Klowden 2009). 

 감각기의 생김새에 따라 감각기를 나눌 때에는 전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분류를 한다. 예를 들어 긴 털 모양으로 생겼거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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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생겼거나 구멍에 파묻혀 있는 함몰형을 띄었는가에 따라 분류를 

한다. 긴 털 모양으로 생긴 감각기 종류에는 sensilla chaetica, sensilla 

trichodea, 그리고 sensilla basiconica 등이 있다. 그 중 sensilla chaetica는 

기저부가 유연하고 원형의 세포막으로 되어 있고 끝이 뭉툭한 형태(Kim 

et al. 2016b)도 있지만 뾰족한 끝(Dyer and Seabrook 1975)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Sensilla trichodea는 대표적인 긴 털 형태의 감각기로 

chaetica 감각기에 비해 길고 유연한 형태를 갖고 있다. 많은 곤충, 특히 

나비목에서 페로몬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jungberg et al. 1993). Kim et al. (2016)에서 톱다리개미허리 

노린재(Riptortus pedestris Fabricius)의 더듬이 감각기를 분류한 기준을 

보면 총 4 종류의 trichodea 감각기가 발견되었는데 소켓의 유무도 

다르고 표면의 주름과 미세구멍의 존재 유무도 각각 달랐다(Kim et al. 

2016b). Sensilla basiconica는 원추형의 감각기로 기저부에 특별한 

세포막이 없는 감각기이며 trichodea 감각기에 비해 짧고 얇은 큐티클을 

갖고 있다. 이 감각기의 표피에는 미세한 구멍이 많이 나있어 감각 

세포의 수상돌기가 구멍과 연결되어 공기 중의 휘발물질과 반응해 

감지할 수 있다(Schneider 1964). 이 외에 소켓 안에 파묻힌 형태인 

coeloconica 감각기, 판상으로 생긴 sensilla placodea 등이 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감각기의 형태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 분류가 어려운 

감각기들도 보고되었다(Schneider 1964). 

 감각기의 형태적 특성과 더불어 감각기의 기능 역시 유추가 가능하다. 

대체로 감각기의 표면의 미세구명의 유무와 개수로 구분하여 다공성인지, 

구멍이 하나인지, 구멍이 없는지에 따라 미각 감각기인지 후각 



10 

 

감각기인지 기계적 감각이나 그 외의 감각을 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Schneider 1964). 우선 기계적 감각기의 경우 외부 화학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구멍이 없거나 기저부에 소켓이 있다. 이 소켓은 소켓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감각기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하면서 감각기의 

움직임과 압력을 감지하여 신호를 전달한다(Klowden 2009). 기계적 

감각기와 달리 화학적 감각기는 감각기의 표면에 있는 구멍에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연결되어 있어 휘발물질이 감각기 내 림프에 

닳으면 세포막 표면의 감각 수용 단백질(ordorant binding protein)이 

결합하여 감각 수용체(odorant receptors)로 신호를 전달한다(Leal 2013). 

미각 감각기(혹은 접촉성 화학적 감각기)와 후각 감각기는 표면의 

미세구멍 유무와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미각 감각기 혹은 접촉성 

화학적 감각기(contact chemoreception)는 일반적으로 trichodea, chaetica, 

styloconica 그리고 placodea 감각기들 중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감각기들을 관찰하였을 때 뭉툭한 끝에 미세구멍이 하나가 나 있거나 판 

형 감각기의 중앙에 구멍이 위치한 형태를 갖는다. 감각기의 끝에 있는 

구멍과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이어져 있어 미세구멍에서 자극을 

감지하면 수상돌기와 이어진 신경세포들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Mitchell et al. 1999). 하늘소는 다른 개체와 접촉할 때에 곤충의 

표피 탄화수소를 인식하여 종을 구분하고 교미대상을 찾는데, 이때 미각 

감각기를 활용한다. 후각 감각기는 미각 감각기와 달리 얇은 큐티클에 

많은 미세구멍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후각감각기로 basiconica 감각기를 

들 수 있는데 그 외에 trichodea, chaetica, 그리고 coeloconica 등 다양한 

감각기에서 후각감각기와 같은 다공성인 감각기들을 발견되었다(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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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b). 후각 감각기 내의 후각 수용체에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받아 

들임으로써 자극을 구분하는데 이를 이용해 페로몬과 기주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Venthur and Zhou 2018). M. galloprovincialis의 단일 감각기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했을 때 감각기 마다 수용하는 휘발물질의 종류가 

다르게 측정되었다(Álvarez et al. 2015). 이 외에도 감각기에서는 습도나 

온도를 감지하는 감각기도 있으며 한 감각기가 다양한 감각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Monochamus 속 하늘소의 감각기의 형태적 연구는 현재 M. scutellatus, 

M. notatus, M. alternatus 그리고 M. galloprovincialis가 수행되었다(Dyer 

and Seabrook 1975, Álvarez et al. 2015, Ali et al. 2017). Dyer et al. 

(1975)는 북미에 서식하는 M. scutellatus와 M. notatus 두 종의 더듬이 

감각기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형태적 분류와 투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횡단면을 분석하였다(Dyer and Seabrook 1975). M. scutellatus와 

M. notatus는 총 9종류의 감각기가 동정되었으며 화학적 감각기인 

sensilla basiconica 3종류, sensilla trichodea 1종류와 기계적 감각기인 

sensilla chaetica 4종류, 그리고 sensilla campaniform 감각기 1 종류가 

동정되었다(Dyer and Seabrook 1975). 이 중 sensilla chaetica male-peg는 

수컷에만 있는 특이적인 감각기로 암수가 교미하고 접촉할 때 인식하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라 예측하였다(Dyer and Seabrook 1975). 

 솔수염하늘소(M.alternatus)는 Ali et al. (2017)에 의해 더듬이 감각기가 

연구되었으며 형태적인 분석과 함께 감각기의 횡단면 구조 역시 

연구되었다. Ali et al. (2017)은 솔수염하늘소의 더듬이 감각기를 sensilla 

basiconica, sensilla trichodea, sensilla chaetica, sensilla digit-like, sen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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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like 그리고 sensilla bottle-like로 총 6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 중 

sensilla chaetica는 수컷 더듬이에만 발견이 되었다고 하였다.  

 Álvarez et al. (2015)은 포르투갈, 스페인, 북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M. galloprovincialis의 감각기의 종류를 나누고 페로몬, 카이로몬에 대한 

감각기별 전기적 반응을 측정되었다. Álvarez et al. (2015)는 M. 

galloprovincialis의 더듬이 감각기를 sensilla chaetica, trichodea 그리고 

basiconica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눈 후, stout sensilla chaetica, male peg-

sensilla chaetica, sensilla trichodea, cylincrical sensilla basiconica, flattened 

sensilla basiconica 등 총 6개의 세부타입으로 분류하였다(Álvarez et al. 

2015). 그 중 stout sensilla chaetica와 male peg-sensilla chaetica는 기계적 

감각기로서 휘발물질에 대한 전기적 반응은 보이지 않았던 반면, sensilla 

basiconica는 상대적으로 휘발물질에 대한 전기적 반응이 잘 나타났다 

(Álvarez et al. 2015). 페로몬을 포함한 총 18 종류의 정보물질에 대한 

basiconica 감각기의 전기적 반응을 측정한 결과 basiconica 마다 1~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전기적 반응을 보였다. 그 중 33%의 

감각기가 아무 신호를 보이지 않았고 20%는 모든 물질에 대해 다 

반응을 하였으며 11%는 기주물질과 나무좀 카이로몬 그리고 연기 

화합물질에 반응을 보였다.  또한 13%는 eugenol과 4-methyl-2-

methoxyphenol에 강한 반응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9% 의 감각기가 집합-

성페로몬인 monochamol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Álvarez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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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제 1 절. 매개충 집합-성페로몬 포집실험 

실험에 사용된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오상킨섹트(충남 

예산군)에서 기온 28±1 ℃, 습도 70%에서 인공 사육된 개체를 번데기 

상태로 분양 받았다. 번데기 상태인 곤충은 실온에 보관하며 우화된 

날짜를 기록하였다. 하늘소는 성충 우화 직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기주의 

번데기방에서 1주일 동안 나오지 않고 이후에 탈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kbulut and Stamps 2012). 우화된 성충은 1주일간 표피 건조를 

위해 그대로 사육케이스에 두었고, 1주일 후에 각 개체 마다 개별 

사육통에 넣은 후 먹이와 2차 증류수를 제공하였다. 먹이로는 

북방수염하늘소는 잣나무의 당년지, 1년생지 및 2년생지를 사용하였고,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의 당년지, 1년생지 및 2년생지를 사용하였다. 

먹이로 사용된 기주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N 37°36’09.7”, 

E 127°41’00.8”)의 임야에서 채집하였다. 페로몬을 포집을 위해 

매개충 수컷 성충을 먹이와 함께 500 ml Erlenmeyer 플라스크에 넣고 

양쪽 끝에 충진제진 Porapak Q (Sigma-aldrich, 80-100 mesh) 95 mg으로 

채운 유리관 필터를 고정하였다. 플라스크의 양쪽 주입구에 있는 필터 

중 하나를 고무 호스로 펌프(MV-6005VP, Enomoto Micro Pump., Ltd., 

Japan)에 연결하여 휘발 성분을 포집하였다. 공기를 포집하는 속도는 

에어플로어미터(RMA-21 SSV, Dwyer, USA)를 이용해 1.0 L/min의 일정한 

속도로 포집되도록 조절하였다. 실험하는 동안 먹이와 물은 하루에 한 

번씩 바꾸어 주었다. 필터에 포집된 휘발 성분은 n-hexane 3 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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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후 질소가스로 용매를 휘발시켜 농축시켰다. 농출된 휘발 성분은 

파라필름으로 밀봉한 후에 deep-freezer (DTF-35, Nihon freezer Co., 

Japan)에 넣어 -80 ℃에 보관하였다. 이후에 농축된 휘발 성분을 n-

hexane 200 ㎕에 희석하여 Gas-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GC-

MS; GC 7890B, MS 5977B,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으로 

성분과 페로몬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집합-성페로몬 포집실험은 일별 방출량 측정과 하루의 낮밤 시간대별 

페로몬 방출량 측정으로 진행하였다. 일별 페로몬 방출량 측정은 매일 

오전 11시에 페로몬과 휘발성분들이 포집된 먹이와 물을 제공하고 

플라스크를 바꾸는 1시간을 제외하고 총 23시간 동안 성충 수컷 한 

개체가 방출한 페로몬을 포집하였다. 실험에는 각각 솔수염하늘소 

10마리와 북방수염하늘소 12마리을 사용하였다.  

두 매개충이 하루 중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중에 언제 페로몬을 주로 

방출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시간대별 페로몬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오전 

7시 및 오후 7시에 유리관 필터를 교체하여 12시간 간격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포집하였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가장 페로몬을 

많이 방출하는 시기인 표피 경화 후 3주차와 2주차 된 개체들을 각각 

사용하였다. 시간대별 페로몬 방출량에 사용된 개체 수는 두 종 모두 

9마리였고 5일 동안 포집을 하였다.  

포집된 휘발물질의 정성 분석, 정량분석을 하여 매개충의 일별과 

시간대별 페로몬 방출 여부와 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칼럼은 DB-5MS 

columns (30 m × 0.25 mm × 1 mm film thickness; Ag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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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을 사용하였고, 운반가스로는 헬륨을 사용하였으며 헬륨의 

칼럼 내 속도는 1.0 mL/min이었다. 오븐 조건은 40°C에서 2분 동안 

머무른 후 분당 20°C 속도로 95°C까지 올린 후 다시 분당 10°C 

속도로 150°C 올린 후 10분 동안 유지하였다. 그후 분당 30°C 속도로 

300°C까지 올려 총 25분간 분석하였다. 페로몬 검출량을 측정할 때에는 

2-undecyloxy-1-ethanol (monochamol)의 표준물질을 1, 2, 5, 10, 25, 50, 

100 ug/ml을 같이 측정하여 머무름 시간과 calibration을 하여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Monochamol의 표준물질은 케이아이피[Korea Institute of 

Insect Pheromone (KIP),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합성한 것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정량 분석을 할 때에는 미량의 농도이어도 감지하기 위하여 

SIM 모드로 측정하였다. SIM에서의 monochamol의 MS 피크는 기존 

논문(Kim et al. 2016a)을 참고하여 43, 45, 57, 63, 71, 85, 97, 111, 126, 

154, 171, 185 m/z으로 하였다. 

 

 

제 2 절. 더듬이의 전기 생리 반응 측정 

 성숙한 개체의 집합-성페로몬 감지 정도를 보기 위해 페로몬과 야외 

검정에서 시너지스트로 확인된 물질에 대한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Monochamus 속의 곤충은 성충 우화 후에 10~14일 동안 

기주의 당년지를 섭식하면서 성적 성숙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집합-

성페로몬을 방출하는 시점에 성적 성숙이 완료되어서 페로몬의 감지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솔수염하늘소의 경우 성충 우화 후에 

20일 이상이 지난 개체를 사용하였고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 성충 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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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4일 이상이 지난 개체를 사용하였다.  

 Electroantennogram (EAG) 실험에 사용된 물질은 총 4가지를 

사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사용하는 물질은 기존 논문에서 

페로몬 트랩에 사용한 결과 유인 효과가 좋았던 물질의 조합으로 

결정하였다.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 monochamol, α-pinene, ethanol 

그리고 ipsenol이 유인효과가 가장 좋은 조합이었다(Lee et al. 2017). 

솔수염하늘소의 경우 monochamol, α-pinene 그리고 ethanol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Teale et al. 2011). 이 네 가지 물질을 각각 n-hexane에 

용액 1 ml 당 100 mg이 되도록 희석하였다. 100 mg/ml 용액은 다시 

10배씩 희석하여 100, 10, 1, 0.1 그리고 0.01 ㎍/㎕씩 5 단계로 용액을 

준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물질들은 -80 ℃에 넣어 보관을 하였으며 

실험하기 직전에 상온에 두어 온도를 맞춰 두었다.  

EAG 실험에 사용된 곤충의 더듬이는 오른쪽 더듬이만을 골라 

채찍마디와 팔굽마디의 경계를 면도날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전극은 

두 개의 유리 필라멘트를 0.1 M KCl 용액으로 채워서 사용하였고 유리 

전극 안에 티타늄 선(Bare tungsten wire, Diameter 0.005 in, A-M systems, 

Washington, US)으로 신호 증폭기(Syntech IDAC 4, Germany)와 

연결하였다. 더듬이는 두 유리 전극의 양 끝에 0.1 mm 이하의 길이로 

연결하였고 30 분 이상 반응이 지속되었다. 더듬이로부터 1~2 cm거리를 

두고 유리 튜브를 두었다. 실험을 통해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는 

휘발물질들은 유리 튜브를 통해 더듬이에 1.5 초 간 쏘여 반응을 

측정하였고 물질 사이에는 정화된 공기로 30 초 이상 바람을 쏘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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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세기와 방출 시간의 조절은 Stimulus Controller CS-55 V2 

(Syntech, Germany)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페로몬과 휘발물질들은 

각각 용액 10 ㎕씩 거름종이 조각에 묻히고 용매는 휘발시킨 후에 

pasteur pipette에 넣었다. EAG 반응 실험은 각 휘발물질들의 0.1, 1, 10, 

100, 1000 ㎍ 순서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순으로 실험하였고, 더듬이 하나 

당 3번씩 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으며 북방수염하늘소는 암수 모두 

4개씩. 그리고 솔수염하늘소는 암수 3개씩 측정하였다. 한번 측정할 

때마다 물질의 순서는 바꾸면서 측정하였고 마지막에는 n-hexane으로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여 각 물질의 반응도에서 hexane의 반응도를 뺐다. 

측정된 전기 자극 신호는 Autospike v.3.9 (Syntech, Germany)로 

분석하였다.  

 

Table 1. List of pheromone and volatiles used in EAG 

No. Compounds name purity(%) Source Country 

1 monochamol 98 KIP South Korea 

2 (-)-α-Pinene >95 AGROS Organic Pennsylvania, US 

3 Ethanol 99.9 Daejung Chemical South Korea 

4 Ipsenol 93 Bedoukian Research Connectic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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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더듬이 감각기의 형태 분석 

매개충의 더듬이에 있는 감각모의 종류, 분포, 개수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공동과학기기원(NICEM)의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으로 감각모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인공사육된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암수 성충 각 3마리씩 더듬이 샘플을 확보한 후에 

에탄올 0%, 30%, 50%, 70%, 90% 그리고 100%(2번) 용액에 각각 10분씩 

담가서 매개충의 더듬이를 탈수시켰다. 탈수시킨 더듬이는 필터페이퍼에 

올려 Dry oven (60 ℃)에서 3일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된 더듬이는 탄소 

테이프로 덮은 알루미늄 스터브에 실버페이스트로 테이프 표면을 덮어 

부착하였다. 백금코팅기(Sputter Coater, EM ACRE200, Leica, Austria)로 

표면을 백금으로 코팅한 후에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하였다. 

더듬이 감각기의 형태와 종류를 구분할 때에는 FESEM-SUPRA를 썼지만 

감각기의 분포와 수를 알기 위해 전체적인 사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분포를 측정할 때에는 FESEM-SIGMA (Carl Zeiss, England)와 ZEISS Atlas 

5 프로그램(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대면적이미징(Large area 

imaging)을 하였다. SEM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carbon tape에 한 

면만이 부착된 상태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테이프에 부착된 면과 

SEM으로 관찰된 면에 감각기의 종류와 수가 같을 것이라 가정을 하고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찰하고 개수를 측정하였다. 더듬이 

감각기를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때에는 Dyer et al. (1975)와 Schneider 

(1964)을 참고하면서 특징에 따라 분류하였다. 더듬이 감각기의 길이와 

폭은 ImageJ 프로그램(ver.1.8.0,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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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길이는 감각기 휘어진 방향을 따라 중간지점을 

segmented lines로 이어 측정하였고 폭은 소켓 혹은 기저부의 폭을 

측정하였다. 더듬이 감각기의 길이와 폭은 대면적 이미징으로 촬영한 

사진 내에서 각 마디마다 감각기 세부 종류 별로 5개 이하로 임의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제 4 절. 통계 분석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간의 페로몬의 평균 수명, 최초 

페로몬 방출 시기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두 종의 페로몬 

방출량의 분포 비교는 두 종의 페로몬 방출량이 일차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방출량 대비 일별 방출량으로 하여 방출 비율로 바꾼 후 

Kolomogorov-smirnov 검정으로 비교를 하였다. 주간 별로 페로몬 

방출량을 비교할 때에는 one way ANOVA와 사후검정으로 Duncan을 

사용하였다.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의 페로몬 방출량을 비교할 때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더듬이 감각기의 각 마디별 전체적인 길이 분석은 암수 간의 비교는 

student t.test, 더듬이 각 마디별 길이 비교는 t-test와 one 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정은 Tukey HSD를 사용하였다. 감각기 세부타입의 길이와 

폭의 비교는 one way ANOVA와 사후검정 Tukey HSD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R studio (ver. 3.5.1, R development Core Team, 

2013)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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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과 

 

제 1 절. 매개충의 집합-성페로몬 방출 패턴 분석 

 실험실 내에서의 솔수염하늘소 수컷 성충(n=10)의 수명은 경화 후 평균 

72.8일이었고 그 중 페로몬을 방출한 평균 일수는 37.9일이었다(Table 2). 

솔수염하늘소 수컷 성충이 최초로 페로몬을 발생한 일차는 표피 경화 후 

10.6일 후로, 성충 우화 후 17.6일이었으며 가장 빨리 페로몬을 방출한 

개체는 우화 후 12일차, 가장 늦게 방출하기 시작한 경우는 우화 후 24

일차이었다. 솔수염하늘소의 성충 출현 후 평균 일별 페로몬 방출량은 

4.6±1.2 μg/일이었고 가장 많이 방출한 양은 30.61 μg/일이었다. 북방

수염하늘소(n=12)의 경우 수컷 성충의 수명은 경화 후 74.83일이었으며, 

그 중 집합-성페로몬을 방출하는 일수는 평균 36.8일이었다. 북방수염하

늘소가 최초로 페로몬을 방출하는 일차는 표피 경화 후 1일차부터 10일

차로 평균 5일차이었다. 북방수염하늘소의 한 마리당 페로몬을 방출하는 

양은 4.85±1.7 ㎍/일 이었으며 최대 방출량은 74.9 ㎍/일이었다.  

 

Table 2. Mean lifespan, pheromone emission days, first pheromone emission day, 

mean amount and maximum amount of pheromone by Monochamus alternatus and 

Monochamus saltuarius 

Species 
Lifespan 

(days) 

Mean 

emission days 

First 

 emission day 

Mean amount 

(㎍) 

Maximum 

amount (㎍) 

M.alternatus 72.8±22.1 37.9±15.1 10.6±4.6 4.6±1.2 30.61 

M.saltuarius 74.8±20.8 36.8±24.0 5.0±2.9** 4.9±1.7 74.94 

*: P<0.05, **: p<0.01, ***: p<0.001 (Welch two sampl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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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수염하늘소가 솔수염하늘소보다 평균 수명은 더 길지만 크게 차이

가 나지는 않으나(p=0.766), 페로몬을 처음 방출하기 시작하는 일자는 훨

씬 짧았다(p=0.002427). 두 종 모두 페로몬을 방출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는 방출량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었으나 생애 동안 꾸준히 방출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1). 솔수염하늘소의 경우 7일 간의 표피 

경화 하고 섭식을 시작할 때부터는 2~3주차에 제일 페로몬을 많이 방출

하고 8주차부터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북방수염

하늘소는 2~3주차 때 대체로 많이 방출하지만 일생 동안의 평균적인 방

출량이 솔수염하늘소에 비해 고르게 방출하였다(Figure 2).  북방수염하

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한 마리 당 전체 페로몬 방출량 대비 일별 페로

몬 방출 비율 분포를 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비교해 보면 두 종

은 방출 비율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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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ily amount of aggregation pheromone emitted by Monochamus 

alternatus (Up) and Monochamus saltuariu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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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SD) weekly amounts of monochamol emitted by M.alternatus 

(Up) and M.saltuarius (Down). Bar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test (P < 0.05). 

M.alternatus 

M.saltu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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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매개충의 밤 시간대(19:00~07:00)와 낮 시간대(07:00~19:00) 시간대별 

페로몬 방출량을 확인하면 개체마다 패턴은 조금씩 달랐지만 두 종 모두 

대체로 밤 시간대에 주로 방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특

히 솔수염하늘소(n=9)의 경우 성충 수컷이 밤과 낮 시간대에 방출하는 

페로몬의 양을 비교해보면 밤 시간대에 평균 5.5±8.0 ㎍이었고, 낮 시간

대(07:00~19:00)에는 1.5±1.3 ㎍으로 밤 시간대에 방출하는 페로몬의 양

이 낮보다 더 많았다(p=0.2031). 반면에 북방수염하늘소(n=9)는 오전과 오

후 시간대보다 밤에 방출하는 페로몬 양이 더 많았지만, 낮에 방출한 페

로몬의 양(1.5±0.9 ㎍)과 밤에 방출한 페로몬의 양(1.8±4.3 ㎍)은 솔수염

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았고 비슷하였다(p=0.7344). 이를 보아 북방수염

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둘다 수컷 성충이 집합-성페로몬을 방출하는 시

기는 주로 밤 시간대이지만,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 낮 시간대에도 밤 

시간대와 비슷한 양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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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el amounts of monochamol emitted by two Monochamu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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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더듬이의 정보화학물질에 대한 전기 생리 반응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monochamol 등 정보화학물질에 대한 

농도별 전기적 반응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휘발물질

의 선택 기준은 야외에서 페로몬 트랩의 조성을 바꾸었을 때 각자 가장 

유인력이 좋았던 조합을 바탕으로 선택하였다. 북방수염하늘소는 

monochamol + α-pinene + ethanol + ipsenol에서 유인효과가 제일 좋았

고 솔수염하늘소는 monochamol + α-pinene + ethanol에서 유인력이 제

일 좋았다고 알려져 있어 이러한 휘발물질들로 선택하였다(Lee et al. 

2017, Lee et al. 2018). 페로몬 등 정보물질들의 측정농도는 0.1, 1, 10, 

100 그리고 100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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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AG responses of M.alternatus female (Up, n=4) and male (Down, n=4) 

adults to inf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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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AG responses of M.saltuarius female (Up, n=3) and male (Down, n=3) 

adults to inf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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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수염하늘소의 EAG 반응을 보면 암컷과 수컷 성충 모두 높은 농도로 

갈수록 화합물들에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Figure 4). 총 4 가지의 물질

들 중에 ipsenol이 반응이 가장 좋았으며 에탄올은 가장 반응도 낮고 농

도별 반응도의 변화에 차이가 적었다. 솔수염하늘소는 각 물질들에 대해 

암컷 성충이 대체로 수컷 성충보다 더 반응도가 컸으며 농도별 반응의 

변화 역시 더 큰 폭으로 변하였다. Monochamol에 반응도 역시 암컷이 

0.1~1 ㎍를 쐬어줬을 때 수컷과 반응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고농도로 

갈수록 유의하게 차이 났다. 특히 암컷은 1~10 ㎍에서 EAG 반응의 차이

가 가파르게 나왔는데 이를 보아 암컷은 1~10 ㎍ 사이의 페로몬 방출량

에서부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방수염하늘소의 EAG 반응을 보면 북방수염하늘소의 암컷과 수컷 성

충도 솔수염하늘소와 마찬가지로 고농도에 대해 더 큰 반응을 보였다

(Figure 5). 하지만 암컷과 수컷의 반응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솔수

염하늘소에 비해 각 농도별 휘발물질에 대한 암컷과 수컷의 EAG 반응도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탄올은 고농도이어도 EAG반응도가 가장 

작고 변화도가 거의 없이 나왔고 ipsenol은 각 농도별로 가장 반응이 높

은 물질로 확인되었다.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암수 성충 모두 집합-성페로몬인 

monochamol보다 ipsenol에 더 큰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Ipsenol은 Ips 속 나무좀이 방출하는 집합페로몬으로 솔수염하늘소와 북

방수염하늘소 성충은 분비하지 않는 물질임에도 두 종 모두 ipsenol에 대

한 EAG 반응이 가장 좋았다. 북방수염하늘소는 야외에서 monocham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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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pinene + ethanol과 함께 ipsenol을 설치하였을 때 유인효과가 좋았으

므로 (Kim et al., 2016; Lee et al., 2017) ipsenol에 대한 EAG 반응도가 

높다는 것은 북방수염하늘소가 ipsenol을 선호 물질로 기주를 찾는데 활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솔수염하늘소는 야외 유인력은 

ipsenol을 monochamol + α-pinene + ethanol 조합에 첨가하였을 때 저하

되는 것으로 보아 솔수염하늘소는 북방수염하늘소와 달리 ipsenol에 기피

물질로 인식한다고 추정된다.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수컷 성충 모두 각 휘발물질들에 대

하여 고농도일 수록 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두 종 모두 

수컷 성충은 10~100 ㎍ 사이에서 가장 큰 기울기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수컷 성충은 10 ㎍ 보다 높은 농도에서 집합-성페로몬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Monochamol 100 ㎍일 때보다 1000 ㎍일 

때의 반응은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1000 ㎍ 일 때 반응도가 더 낮

게 나왔다 (북방수염하늘소: p=0.210; 솔수염하늘소: p=0.802). 이는 북방

수염하늘소 수컷이 집합페로몬에 반응하여 유인되기는 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종 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반응도가 증가하지 않거나 기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좀의 경우 페로몬에 유인되어도 집

합 페로몬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페로몬이 나오는 기주를 피하고 다

른 기주를 찾는 것으로 밝혀져 있듯이(Shorey, 1973). 하늘소 역시 일정 

농도 이상의 집합-성페로몬은 기피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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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더듬이 감각기 형태 및 분포 

 하늘소과(Cerambycidae)에 속하는 딱정벌레들은 성충이 긴 더듬이를 갖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수컷의 경우 몸 길이의 2배 이상이 되는 더듬

이를 갖고 있다(Allison et al. 2004).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역

시 암컷과 수컷의 더듬이가 몸보다 길었다. 두 종 모두 같은 마디 수의 

더듬이를 가졌는데, 자루마디(scape), 팔굽마디(pedicel)와 채찍마디

(flagellum)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6). 채찍마디의 경우 자루마디에 위치

가 가까운 순에서 먼 순서대로 1번부터 9번으로 분류하였을 때, 9번 마

디를 제외하면 곤충의 머리 부위에서 멀어질수록 길이와 폭이 점차 줄어

드는 형태를 보였다. 각 마디들은 뒷 번호의 마디가 바로 앞 마디에 끼

워져 있는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디마다의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

해보였다. 븍방수염하늘소 수컷(n=4)의 더듬이 전체 길이는 33.9±4.8 mm 

이고, 암컷(n=4)의 더듬이 전체 길이는 25.0±1.1 mm이었으며 수컷이 암

컷에 비해 훨씬 긴 더듬이를 갖고 있었다(Table 3). 솔수염하늘소 역시 

수컷(n=4)의 더듬이가 암컷(n=4)의 더듬이보다 길었고(p=0.029) 수컷의 더

듬이의 전체 길이는 58.2±12.1 mm, 암컷의 더듬이 전체 길이는 35.8±

1.8 mm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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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ross morphology of the antennae of Monochamus altern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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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engths and widths of each antennal segments of M.alternatus 

male(n=4) and female(n=4) adults 

  Length(mm)   Width(mm) 

Parts of antennae Male Female   Male Female 

Scape 3.76±0.30 3.22±0.07  1.48±0.07 1.23±0.07 

Pedicel 0.67±0.13 0.47±0.06  0.95±0.05 0.75±0.02 

Flagellum - 1 7.40±1.70 5.76±0.30  0.62±0.10 0.51±0.04 

Flagellum - 2 6.16±1.35 4.60±0.29  0.55±0.10 0.46±0.02 

Flagellum - 3 5.81±1.28 3.88±0.32  0.49±0.09 0.43±0.01 

Flagellum - 4 5.54±1.24 0.41±0.23  0.47±0.08 0.43±0.01 

Flagellum - 5 5.58±1.29 3.19±0.32  0.40±0.13 0.39±0.02 

Flagellum - 6 5.35±1.19 2.88±0.19  0.37±0.07 0.37±0.01 

Flagellum - 7 5.18±1.13 0.68±0.16  0.33±0.05 0.34±0.02 

Flagellum - 8 4.82±1.06 2.44±0.11  0.31±0.06 0.33±0.01 

Flagellum - 9 7.88±2.06 3.25±0.12   0.26±0.04 0.29±0.02 

Total 58.2±12.1* 35.8±1.8    - - 

*: p<0.05 (t-test) 

Table 4. The lengths and widths of each antennal segments of M.saltuarius 

male(n=4) and female(n=4) adults 

  Length(mm)   Width(mm) 

Parts of antennae Male Female   Male Female 

Scape 2.45±0.29 2.61±0.66  1.03±0.13 1.09±0.30 

Pedicel 0.41±0.08 0.49±0.11  0.69±0.09 0.71±0.20 

Flagellum - 1 5.48±1.14 4.32±0.32  0.61±0.03 0.43±0.01 

Flagellum - 2 4.52±0.67 3.39±0.22  0.55±0.05 0.40±0.03 

Flagellum - 3 3.95±0.42 2.73±0.14  0.48±0.05 0.34±0.03 

Flagellum - 4 3.46±0.41 2.28±0.15  0.40±0.04 0.32±0.02 

Flagellum - 5 3.31±0.36 2.14±0.22  0.34±0.04 0.30±0.01 

Flagellum - 6 2.74±0.56 1.85±0.21  0.31±0.02 0.28±0.02 

Flagellum - 7 2.68±0.35 1.77±0.18  0.28±0.02 0.27±0.02 

Flagellum - 8 2.37±0.55 1.54±0.14  0.26±0.03 0.26±0.02 

Flagellum - 9 2.54±0.44 1.89±0.19   0.27±0.02 0.25±0.01 

Total 33.9±4.8 * 25.0±1.1       

*: p<0.05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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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이의 전체적인 형태와 맞춰 세부구조를 보면 전체 더듬이 내에서 

chaetica, trichodea, basiconica, coeloconica 감각기로 총 4종류의 감각기

(sensilla)가 확인되었다(Table 5). 이 감각기들의 종류는 두 종 다 동일하

고 암수에서도 길이의 차이 외에는 동일하였다. 먼저 두껍고 뾰족한 털 

형태인 chaetica 감각기는 모든 마디에 존재하면서 마디를 전체적으로 

밀집하며 덮고 있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 감각기는 소켓이 

있고 비스듬한 빗살무늬와 뾰족한 끝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

며, 넓은 길이와 폭 분포를 가지고 있어 위치, 길이와 폭의 차이로 3가

지의 세부 타입으로 구분하였다. 가늘고 긴 털 형태의 trichodea 감각기

는 모든 마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Trichodea 감각기는 chaetica 감

각기에 비해 밀도는 떨어지지만 모든 마디에서 고르게 분포하였다. 이 

감각기는 비교적 가늘고 긴 형태를 가졌으며 소켓이 있고 표면에 세로로 

긴 무늬를 가졌으며 끝이 둥글다. trichodea는 길이에 따라 두 가지 종류

로 나누었다. 짧고 소켓이 없는 basiconica 감각기는 채찍 마디에만 분포

하며 채찍마디의 끝으로 갈수록 더 많이 분포하였다. Basiconica 감각기

는 chaetica 감각기와 trichodea 감각기에 비해 훨씬 짧고 소켓이 없으며 

끝이 둥근 형태를 가졌다. 또한 표면에 구멍이 많이 나 있어 후각을 담

당하는 감각기로 많이 알려져 있다. Basiconica 감각기는 형태가 저마다 

달라서 가늘고 휘어져 있는 형태, 비교적 두껍고 곧은 형태, 짧고 원뿔

형태에 세로무늬 있는 형태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돔 모양인 

coeloconica는 각 마디별로 대체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였다. 

Coeloconica 감각기는 오직 한 종류만이 발견되었고 소켓이 있고 둥근 

돔 모양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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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rphological features of each sensilla subtype in M.alternatus and 

M.saltuarius 

 

 

3-1. Sensilla chaetica 

 Chaetica 감각기는 소켓에서 털이 나온 구조이며 끝이 뾰족하며 V자 형

태의 주름이 쌓여 있는 원추형의 억세고 뻣뻣한 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소켓이 존재한다는 것과 표면에 밀집해 있는 형태, 그리고 같은 

Monochamus 속의 다른 종에서 종단면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두꺼운 큐

티클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접촉과 압력을 감지하는 기계적 감각을 담

당하는 감각기라 추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타입으로 나눌 때에 감각기

의 형태는 같지만 분포 위치와 길이와 폭에 따라 Chaetica A, Chaetica B 

Types of 

sensilla  
Subtype Shape Tip Socket Surface 

Trichodea TrA Long, curved, hair-like Blunt Socket Longitudinal furrow, 

aporous 

 TrB Straight or curved, hair 

like 

Blunt, 

porous 

Socket Longitudinal furrow, 

aporous 

Chaetica ChA Conical, thick, straight Sharp Socket V shape furrow, 

aporous 

 ChB Long, thick, conical, 

straight 

Sharp Socket V shape furrow, 

aporous 

 ChC Short, thin, conical, 

straight 

Sharp Socket V shape furrow, 

aporous 

Basiconica BaA Thin, grooved Blunt No socket Multiporous 

 BaB Straight, Cone-shaped Blunt No socket Multiporous 

 BaC Conical, straight Blunt No socket Furrows, 

multiporous 

Coeloconica Co Dome- shaped, straight Blunt Socket Apo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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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haetica C로 나누었다(Figure 10). 

 Chaetica A (ChA)의 경우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감각기로 더듬이

의 모든 마디의 표면을 덮고 있다. ChA는 암컷과 수컷에서 길이 차이가 

달랐는데, 수컷의 ChA 길이는 북방수염하늘소가 53.5±22.0 ㎛, 솔수염하

늘소가 58.9±10.6 ㎛이었고, 암컷은 북방수염하늘소가 75.8±18.2 ㎛, 솔

수염하늘소가 86.5±17.5 ㎛로 두 종 모두 수컷의 ChA보다 암컷의 ChA

가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소켓 부근에서의 두께는 수컷은 

북방수염하늘소가 8.8±2.0 ㎛, 솔수염하늘소가 10.7±1.3 ㎛이었고, 암컷

은 북방수염하늘소 6.3±1.2 ㎛, 솔수염하늘소 6.7±0.9 ㎛이었다. 이를 

보아 ChA의 길이는 암컷이 수컷보다 길지만 폭은 수컷이 더 두꺼웠다

(p<0.001). ChA는 길이와 형태의 차이가 가장 큰 감각기로 특히 수컷에

서 길이에 따른 형태적인 차이가 두드러졌다(Figure 7). 기존 논문들에서 

ChA중에 짧은 경우를 male peg sensilla이라고 하여 수컷에만 존재하는 

감각기로 여겨 졌었다(Dyer and Seabrook 1975, Álvarez et al. 2015).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컷의 더듬이 감각기들의 분포를 보면 암컷의 

ChA보다 긴 경우도 있고 그 길이의 변화가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

어 Chaetica A로 통일하였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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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distribution of sensilla chaetica A (ChA) lengths of M.alternatus and 

M.saltuarius male and female 

 

Chaetica B (ChB)는 채찍마디에서 각 마디의 연결부위에 존재하였다. 

ChA와 C에 비해 훨씬 긴 형태를 가졌다는 면에서 더 범위가 넓은 접촉

을 감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채찍 마디에서 앞 마디와 그 다음 마

디의 연결부위에만 존재한다는 면에서 채찍마디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

각기(proprioceptor)로 추정되었다. 북방수염하늘소에서의 ChB의 길이는 

수컷이 138.9±35.5 ㎛, 암컷이 138.9±30.5 ㎛이었다. ChB의 폭은 수컷이 

9.9±2.1 ㎛이고 암컷이 9.6±2.0 ㎛이었다. 솔수염하늘소에서의 길이는 

수컷이 178.3±47.5 ㎛, 암컷이 178.0±34.8 ㎛이었고, 폭은 수컷 10.8±

2.1 ㎛이고 암컷은 11.0±1.5 ㎛이었다(Figure 10). 

 Chaetica C (ChC)는 ChA와 같이 더듬이의 모든 마디에서 고르게 볼 수 

있는 감각기이지만 그 밀도는 ChA에 비해 훨씬 적은 수를 보였다. 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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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하늘소에서 ChC의 길이는 수컷이 41.2±10.2 ㎛이고 암컷이 46.5±

12.3 ㎛으로 다른 chaetica 감각기에 비해 짧았다. 폭 역시 수컷이 4.6±

4.0 ㎛ 이고 암컷이 4.5±1.0 ㎛으로 ChA보다 훨씬 가늘었다. 솔수염하늘

소에서의 ChC의 길이는 수컷이 62.8±14.0 ㎛이고 암컷이 58.0±14.6 ㎛

이었으며, 폭은 수컷 5.7±0.9 ㎛이고 암컷 5.1±0.8 ㎛이었다(Figure 10). 

 

3-2. Sensilla trichodea 

 Trichodea 감각기는 가늘고 긴 털 형태를 가진 감각기이며 종축을 따라 

그어진 세로 줄무늬와 소켓이 있고 끝이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디

의 방향과 같게 나 있는 다른 감각기들과는 달리 trichodea는 마디 표면

에서 수직으로 휘어져 있었다. Trichodea 감각기는 더듬이의 모든 마디

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밀도 자체는 ChA보다 적고 ChC처럼 고른 분포

를 가졌다. 표면에는 후각 감각기처럼 구멍이 보이지 않았으나 TrA와 달

리 TrB의 끝에서 구멍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미각 감각기, 혹은 접촉 

화학 감각기는 세로 홈 무늬가 있고 뭉툭한 끝에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Mitchell et al. 1999) TrB 감각기가 기계적 감각과 접촉

에 의한 화학적 감각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richodea 감각기

는 전체적인 형태는 같지만 길이의 차이와 분포에 따라 총 2 가지의 종

류로 구분되었다(Figure 11). 

Trichodea A (TrA)는 자루마디(scape)와 채찍마디 1번(f1)에서 각 마디 

당 평균 39 ~ 50개 발견되었던 것 외에는 모든 채찍마디에서는 각 마디

별로 1~2개 발견되었다. Trichodea A는 길이가 북방수염하늘소 수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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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42 ㎛., 암컷에서 167.4±35.5 ㎛으로 trichodea B보다 길었다. 그

러나 폭은 수컷은 6.0±1.4 ㎛, 암컷은 5.0±0.7 ㎛으로 TrB와 크게 차이

가 나지 않았다. 솔수염하늘소 수컷에서 TrA는 222.0±57.3 ㎛, 암컷이 

212.2±22.7 ㎛이었고 폭은 수컷(7.8±1.5 ㎛)과 암컷(7.8±1.4 ㎛)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Figure 11). 

 Trichodea B (TrB)는 모든 마디에서 비슷한 밀도로 균질하게 분포해 

있는 감각기이었다. 마디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나 있는 특성 때문에 

SEM으로 길이 확인이 어려워 가능한 가장 자리의 옆면을 기준으로 길이

를 측정해본 결과, 북방수염하늘소에서는 길이가 수컷에서는 39.9±8.1 

㎛, 암컷은 44.2±6.3 ㎛이었고 폭은 수컷이 4.8±0.7 ㎛, 암컷이 4.4±0.6 

㎛이었다. 솔수염하늘소는 길이가 수컷은 35.9±7.1 ㎛, 암컷은 45.2±5.5 

㎛이었고, 폭은 수컷(4.9±0.6 ㎛)과 암컷(5.0±0.7 ㎛)은 차이가 크지 않

았다(Figure 11).  

 

3-3. Sensilla Basiconica 

Basiconica 감각기는 소켓이 없고 짧은 콘 모양 혹은 원추형을 하고 있

으며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은 감각기이다. Basiconica 감각기는 다른 

목의 곤충에서 발견되었듯이 큐티클이 얇고 다공성이라는 특징으로 후각 

감각기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Schneider 1964). 이 감각기는 자루마디와 

팔굽마디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채찍마디에만 분포하였고, 채찍 마디 

중에서도 9번 마디로 갈수록 수가 많아졌다. 채찍마디 각각 안에서도 고

르게 분포하기 보다는 마디와 마디의 연결 부위 근처에 비교적 평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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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basiconica가 특별히 모여 있는 지점이 있었다. Basiconica는 형태

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가늘고 휘여져 있는 basiconica A, 직선형에 두껍

고 옥수수 모양인 basiconica B, 그리고 비교적 작고 원뿔 모양인 

basiconica C로 구분되었다(Figure 12). 

 Basiconica A (BaA)는 가늘고 길면서 휘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소

켓 없이 더듬이 마디 표면에 붙어 있는 모습이며 끝이 둥글고 표면에 미

세한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는 북방수염하늘소 

수컷이 16.8±2.1 ㎛, 암컷은 17.9±1.8 ㎛이었으며, 폭은 수컷이 2.5±0.3 

㎛이고 암컷이 2.2±0.3 ㎛이었다. 솔수염하늘소의 경우 수컷은 길이가 

18.0±1.6 ㎛, 암컷은 18.0±1.5 ㎛이었고 폭은 수컷은 2.8±0.4 ㎛, 암컷

은 2.5±0.3 ㎛이었다(Figure 12).  

 Basiconica B (BaB)는 BaA에 비해서 두껍고 직선형에 옥수수와 같은 형

태를 하고 있다. 소켓 없이 더듬이 표면에 붙어 있는 형태에 둥근 끈, 

표면이 다공성이라는 면은 BaA와 같다. 북방수염하늘소에서 BaB 감각기

의 길이는 수컷이 12.9±1.8 ㎛, 암컷이 13.4±1.9 ㎛이었다. 폭은 수컷이 

3.3±0.4 ㎛, 암컷이 3.0±0.4 ㎛으로 BaA에 비해서 길이와 폭 모두 유의

하게 차이가 났다(p<0.001). 솔수염하늘소에서 BaB 감각기의 길이는 수컷 

17.2±2.2 ㎛, 암컷 15.8±2.2 ㎛ 이었고, 폭은 수컷 3.9±0.6 ㎛, 암컷 3.5

±0.4 ㎛이었다(Figure 12).  

 Basiconica C (BaC)는 BaA와 BaB와 형태적으로 차이가 컸다. BaC는 원

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소켓은 없었고 끝은 뭉툭하며 표면에 세로 홈이 

파여 있는 형태이었다. 북방수염하늘소에서 BaC의 길이는 수컷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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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암컷이 5.8±1.4 ㎛이었고 폭은 수컷이 2.4±0.5 ㎛이고 암컷이 

2.0±0.5 ㎛이었다. 솔수염하늘소에서는 BaC의 길이가 수컷이 6.4±1.4 

㎛, 암컷이 7.1±0.9 ㎛, 폭은 수컷이 2.8±0.6 ㎛, 암컷이 2.3±0.2 ㎛이었

다. BaC는 BaA, BaB에 비해 길이가 짧은 만큼 고배율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찰이 어려웠고 가장 많이 분포하고 밀집해있는 chaetica 감각기

에 의해 위치와 분포를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었다(Figure 12).  

 

Sensilla coeloconica 

 Coeloconica 감각기 (Co)는 한 종류만이 발견되었다. Coeloconica 감각기

는 소켓에서 둥근 돔 모양의 감각기가 나와 있는 형태이며 표면에 구멍

이나 주름은 보이지 않았다(Figure 11). Coeloconica 감각기는 크기가 작

고 소켓에 의해 묻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기들과 달리 길이와 

폭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Coeloconica는 채찍마디에서만 관찰 되었는데 

각 마디 당 0~10개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Basiconica 처럼 특정 위치

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수가 적었는데, BaC처럼 작은 감각기이기에 

chaetica 감각가와 같이 크기가 크고 밀집해 있는 감각기에 의해 관측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소켓 안에 묻혀 있는 coeloconica의 형태로 보아 

압력을 감지하는 감각기로 추정되었다(Klowd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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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engths and basal widths of sensilla subtypes in M.saltuarius male and 

female adults 

    Length(㎛)   Width(㎛) 

Types of sensilla  Subtype Male Female   Male Female 

Trichodea TrA (n=60) 173.1±42.4 * 167.4±35.5 *  6.0±1.4 * 5.0±0.7 * 

 TrB (n=97) 39.9±8.1  44.2±6.3   4.8±0.7  4.4±0.6  

Chaetica ChA (n=97) 53.5±22.0 a 75.8±18.2 a  8.8±2.0 a 6.3±1.2 a 

 ChB (n=87) 138.9±35.5 b 138.9±30.5 b  9.9±2.1 b 9.6±2.0 b 

 ChC (n=97) 41.2±10.2 c 46.5±12.3 c  4.6±4.0 c 4.5±1.0 c 

Basiconica BaA (n=49) 16.8±2.1 a 17.9±1.8 a  2.5±0.3 a 2.2±0.3 a 

 BaB (n=98) 12.9±1.8 b 13.4±1.9 b  3.3±0.4 b 3.0±0.4 b 

 BaC (n=29) 6.0±1.5 c 5.8±1.4 c  2.4±0.5 b 2.0±0.5 b 

Coeloconica Co - -   - - 

The lengths and basal widths of sensilla trichodea were compared by student’s 

t-test (*p<0.05). In the case of sensilla chaetica and basiconica were compar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Means±SD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sensilla typ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HSD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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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engths and basal widths of sensilla subtypes in M.alternatus male and 

female adults 

    Length   Width 

Types of sensilla  Subtype Male Female   Male Female 

Trichodea TrA (n=17) 222.0±57.3 * 212.2±22.7 *  7.8±1.5 * 7.8±1.4 * 

 TrB (n=55) 35.9±7.1  45.2±5.5   4.9±0.6  5.0±0.7  

Chaetica ChA (n=55) 58.9±10.6 b 86.5±17.5 c  10.7±1.3 a 6.7±0.9 b 

 ChB (n=44) 178.3±47.5 a 178.0±34.8 a  10.8±2.1 a 11.0±1.5 a 

 ChC (n=45) 62.8±14.0 b 58.0±14.6 b  5.7±0.9 b 5.1±0.8 c 

Basiconica BaA (n=30) 18.0±1.6 a 18.0±1.5 a  2.8±0.4 b 2.5±0.3 b 

 BaB (n=31) 17.2±2.2 b 15.8±2.2 b  3.9±0.6 a 3.5±0.4 a 

 BaC (n=22) 6.4±1.4 c 7.1±0.9 c  2.8±0.6 b 2.3±0.2 b 

Coeloconica Co - -   - - 

 The lengths and basal widths of sensilla trichodea were compared by student’

s t-test (* p<0.05). In the case of sensilla chaetica and basiconica were compar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Means±SD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sensilla typ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HSD test at p=0.05. 

  

 



44 

 

Segments of male antennae

scape pedicel f1 f2 f3 f4 f5 f6 f7 f8 f9

N
u

m
b

e
rs

 o
f 

s
e

n
s
ill

a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000

3000

Trichodea

Chaetica

Basiconica

Coeloconica

Segments of female antennae

scapepedicel f1 f2 f3 f4 f5 f6 f7 f8 f9

N
u

m
b

e
rs

 o
f 

s
e

n
s
ill

a

0

100

200

300

400

500

600

2000

3000

Trichodea

Chaetica

Basiconica

Coeloconica

 

Figure 8. Numbers of sensilla in each segment of antennae of M.alternatus male 

(Up) and femal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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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s of female anten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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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Numbers of sensilla in each segment of antennae of M.saltuarius male 

(Up) and femal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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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의 마디별 분포는 두 종과 암수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8, 9). 감각기들 중에서는 chaetica 감각기가 가장 많이 확인이 되었다. 

특히 ChA가 가장 많이 확인이 되었는데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암수에서 모두 더듬이의 모든 마디를 80%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뒤덮고 

있었다. Trichodea는 각 마디별로 그 개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

다. Basiconica는 채찍마디 2번 마디(f2)까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 개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coeloconica는 각 마

디별로 10개 이하로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더듬이의 끝으로 갈수록 많

이 발견되었다(Table 8, 9).  

 감각기들마다 특이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위치는 각각 달랐다. TrB, ChA, 

ChC는 모든 마디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반면에 ChB

는 각 마디의 연결 부위에만 발견이 되었고, BaA와 BaB는 연결 부위 근

처에 더듬이가 편평한 부분에 많이 발견되었다. Basiconica가 밀집해 있

는 부위 내에서 BaA와 BaB는 균일하게 발견 되었다. BaC와 Co는 그 개

수가 적고 발견이 잘 안 되었으며 특별이 많이 발견되는 위치는 파악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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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orphological features of subtypes of sensilla chaetica (ChA, ChB, ChC). 

The overall shape, socket and basal area, surface furrow, and tip of each subtype are 

shown in the 1st, 2nd, 3rd and 4th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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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orphological features of subtypes of sensilla trichodea (TrA, TrB) 

and sensilla coeloconica (Co). The overall shape, socket and basal area, surface 

furrow, and tip of each subtype are shown in the 1st, 2nd rows. The overall shape, 

socket, surface of Co are shown in the 3rd r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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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orphological features of subtypes of sensilla basiconica (BaA, BaB, 

BaC). The overall shape, socket and basal area, surface furrow, and tip of each 

subtype are shown in the 1st, 2nd, and 3rd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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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numbers of antennal sensilla on each segments of M. alternatus male (n=3) and female (n=3) adults 

Parts of 

antennae 

TrA TrB ChA ChB ChC 

M F M F M F M F M F 

scape 39.3±20.2 50.5±20.5 53.7±45.3 30.0±11.3 3548.0±570.6 3310.0±117.4 26.0±23.3 0.0±0.0 1.0±1.7 0.0±0.0 

pedicel 0.3±0.6 0.0±0.0 27.3±15.0 17.5±0.7 471.3±51.3 465.0±76.4 0.0±0.0 0.0±0.0 1.3±1.2 0.0±0.0 

f1 2.3±1.2 10.5±4.9 91.0±0.0 72.5±10.6 2573.0±117.2 3368.0±241.8 7.3±1.5 25.0±14.1 218.7±81.0 63.0±41.0 

f2 0.7±0.6 4.0±0.0 80.3±5.0 65.0±4.2 1940.3±102.6 2693.0±168.3 6.7±1.5 17.5±9.2 152.0±42.0 57.0±21.2 

f3 0±0 0.5±0.7 89.7±16.1 57.5±3.5 1895.0±164.0 2274.5±176.1 5.0±1.0 11.0±0.0 137.3±28.1 69.5±17.7 

f4 0.3±0.6 1.0±1.4 82.3±18.1 53.5±9.2 1717.7±291.4 1879.5±95.5 5.3±1.2 8.5±0.7 124.7±24.6 62.5±17.7 

f5 0.3±0.6 1.5±0.7 82.7±16.1 50.5±3.5 1665.3±161.3 1867.5±9.2 4.3±0.6 7.0±1.4 109.0±19.3 58.5±9.2 

f6 0.3±0.6 1.0±1.4 84.3±19.4 56.0±7.1 1910.7±607.9 1824.0±73.5 3.3±1.2 6.0±1.4 105.0±29.1 52.0±18.4 

f7 0.7±0.6 0.5±0.7 90.0±29.6 52.0±8.5 1898.7±586.3 1597.0±82.0 3.7±0.6 6.5±0.7 93.0±24.1 50.5±10.6 

f8 0.3±0.6 1.5±0.7 80.0±24.6 52.5±6.4 1913.0±574.9 1598.0±14.1 4.3±1.5 8.0±1.4 90.3±40.0 42.0±17.0 

f9 0.0±0.0 0.5±0.7 134±56.9 98.5±17.7 2449.7±823.9 1823.0±212.1 0.0±0.0 0.0±0.0 101.3±34.7 54.5±21.9 

total 44.7±25.4 71.5±31.8 895.3±246.2 605.5±82.7 21982.7±4051.4 22699.5±1266.4 66.0±32.3 89.5±29.0 1133.7±325.7 509.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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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of 

antennae 

BaA BaB BaC Co 

M F M F M F M F 

scap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edicel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1 0.3±0.6 0.0±0.0 0.3±0.6 0.0±0.0 0.0±0.0 0.0±0.0 0.7±0.6 0.3±0.6 

f2 1.0±1.0 3.0±3.6 1.7±2.1 1.3±2.3 0.0±0.0 0.0±0.0 0.3±0.6 0.0±0.0 

f3 56.3±95.8 14.3±20.5 31.3±37.0 9.7±9.3 0.0±0.0 0.0±0.0 0.7±0.6 1.0±0.0 

f4 64.7±104.2 18.7±22.8 36.7±53.2 15.3±11.8 1.0±1.0 1.3±1.2 0.0±0.0 0.3±0.6 

f5 65.3±90.9 72.3±25.5 38.7±19.3 56.0±15.5 0.3±0.6 1.3±1.5 1.0±0.0 1.7±1.5 

f6 197.7±170.8 101.3±30.0 164.7±174.5 105.0±12.2 3.7±4.6 3.7±2.5 1.0±1.7 0.3±0.6 

f7 379.7±250.8 172.7±54.5 224.3±141.2 128.0±17.8 11.3±7.8 11.0±1.7 3.0±1.7 2.7±1.2 

f8 354.7±217.0 187.7±18.6 271.7±156.3 188.0±67.3 17.7±9.3 10.0±4.0 4.0±2.6 2.3±1.5 

f9 297.7±47.0 274.3±84.2 259.7±89.0 271.0±12.1 22.3±5.7 27.7±1.5 10.7±5.7 4.3±3.2 

total 1417.3±978.2 844.3±259.7 1029.0±673.3 774.3±148.3 56.3±28.9 55.0±12.5 21.3±13.5 1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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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numbers of antennal sensilla on each segments of M. saltuarius male (n=3) and female (n=3) adults 

 

 

 

Parts of 

antennae 

TrA TrB ChA ChB ChC 

M F M F M F M F M F 

Scape 14.7±5.7 34.3±6.7 74.0±58.6 13.3±2.5 1041.3±523.4 850.3±18.2 9.7±2.5 17.7±4.7 0.0±0.0 37.3±2.1 

Pedicel 0.3±0.6 0.0±0.0 82.7±31.9 6.3±0.6 262.7±55.2 333.7±25.0 7.3±2.5 10.0±3.0 3.0±3.0 10.7±2.5 

f1 2.0±1.0 7.0±1.0 91.3±36.9 56.7±16.5 2223.7±773.4 2398.0±403.5 7.7±4.7 15.0±2.0 209.3±33.7 43.3±9.0 

f2 0.7±1.2 2.3±0.6 88.3±15.0 54.7±5.1 1745.0±524.7 2173.7±390.0 7.3±2.3 13.3±1.2 135.3±15.1 38.3±10.0 

f3 1.0±1.0 1.7±0.6 79.0±17.8 47.7±9.1 1530.7±509.7 1716.3±285.0 7.7±5.7 10.3±3.2 102.3±16.4 28.7±2.5 

f4 0.3±0.6 2.3±1.5 66.3±13.8 41.7±5.5 1369.7±578.6 1495.0±248.2 7.0±3.0 7.0±2.6 62.0±12.2 30.7±5.1 

f5 0.3±0.6 2.0±1.0 66.0±15.5 39.0±1.7 1328.0±556.6 1371.7±181.6 7.0±2.6 7.0±0.0 55.3±13.1 27.7±1.2 

f6 0.3±0.6 1.7±0.6 52.0±4.4 34.3±5.9 1249.3±534.2 1219.3±247.7 5.7±2.5 7.7±1.5 50.0±10.4 21.7±3.5 

f7 0.3±0.6 0.8±0.6 52.0±6.1 34.7±5.1 1201.7±456.8 1177.7±139.2 6.3±2.5 4.7±0.6 47.0±22.7 23.7±1.5 

f8 0.0±0.0 0.8±0.6 44.3±5.9 31.0±6.0 1126.7±414.6 1096.3±198.5 6.7±2.1 6.3±0.6 34.0±12.1 17.7±1.2 

f9 0.0±0.0 0.0±0.0 77.3±15.5 66.0±13.5 1567.3±723.6 1346.7±208.7 1.0±1.0 1.0±1.0 51.3±14.3 19.7±3.1 

Total 20.0±6.6 52.7±4.9 773.3±168.5 425.3±62.5 14646.0±5531.6 15178.7±2258.2 73.3±19.7 100.0±8.5 749.7±139.2 29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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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of 

antennae 

BaA BaB BaC Co 

M F M F M F M F 

Scap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edicel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1 0.0±0.0 0.0±0.0 3.7±2.9 0.7±0.6 0.0±0.0 0.0±0.0 0.0±0.0 0.0±0.0 

f2 0.0±0.0 0.0±0.0 4.7±2.5 1.3±0.6 0.0±0.0 0.0±0.0 0.0±0.0 0.0±0.0 

f3 0.7±1.2 0.0±0.0 9.3±9.5 6.0±2.0 0.0±0.0 0.0±0.0 0.3±0.6 0.3±0.6 

f4 2.7±4.6 0.3±0.6 26.0±18.0 6.3±0.6 1.3±2.3 0.0±0.0 0.0±0.0 0.3±0.6 

f5 10.0±4.0 2.7±0.6 66.0±34.6 30.7±1.5 1.7±1.5 0.0±0.0 1.7±2.1 0.0±0.0 

f6 24.3±7.6 11.3±3.1 100.7±43.1 73.7±15.0 4.7±5.5 1.7±1.2 2.7±4.6 0.7±0.6 

f7 57.0±10.2 24.0±8.9 125.7±38.9 139.3±31.7 4.3±3.8 1.3±0.6 2.0±3.5 3.0±1.0 

f8 77.0±17.5 46.3±31.2 144.0±67.9 179.3±18.9 2.7±3.8 5.0±1.0 2.0±2.0 3.7±1.2 

f9 127.0±65.2 124.0±18.3 223.3±95.6 239.0±7.0 8.7±4.0 8.7±3.1 5.3±1.5 1.0±1.0 

Total 298.7±104.4 208.7±55.2 703.3±198.3 676.3±30.7 23.3±18.9 16.7±3.5 14.0±3.6 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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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페로몬 방출 패턴을 비교해보면 두 

종 모두 페로몬 방출 패턴은 불규칙적이지만 생애 동안 꾸준히 방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방수염하늘소의 경우 솔수염하늘소보다 페로

몬 방출이 대체로 7일 먼저 이루어졌다. 솔수염하늘소는 성충 우화 후에 

섭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페로몬을 방출하기 시

작하는 한편, 북방수염하늘소는 성충 우화 후 표피가 경화되어 번데기 

방을 탈출하고 바로 페로몬 방출을 시작하는 개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는 페로몬 방출 시작시기가 

차이가 났고 패턴의 차이 역시 보였다. 추후에 두 매개충의 페로몬 방출 

시작 시기와 더불어 성적 성숙의 진행과 차이를 관찰한다면 유의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대별 페로몬 방출량을 보면 북방수염하늘소의 페로몬 방출량은 밤

에 방출량이 더 많기는 했으나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큰 차이가 없었

던 반면에, 솔수염하늘소는 밤 시간대에 페로몬을 주로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솔수염하늘소가 대체로 밤 8시부터 새벽 4~5시까지 

이동과 교미활동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Nishimura 1973) 페로몬의 방출 

역시 밤에 이루어진단 걸 연관 시킬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북방수염하늘

소가 밤과 낮에 페로몬을 방출하는 양이 비슷하다는 것은 북방수염하늘

소는 낮과 밤 모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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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페로몬을 공유할 때 종 간 교잡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한다. 먼저 활동 시기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 각 종 마다 

성충이 활동하는 시기를 짧고 구체적으로 나누어 3~6주 정도만 활동을 

하거나 계절을 달리하여 활동을 한다. 계절적으로 활동시기가 겹치는 종

들은 하루 중에서 활동하는 시간대를 나눈다(Meier 2018). 미국에 서식하

는 Monochamus 속 하늘소인 M. scutellatus와 M. notatus을 야외에서 채

집을 하였을 때 두 종이 주로 채집되는 시간대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같은 지역에 나오는 두 종은 서로 다른 시간대의 활동 시간을 

나누어 생태적 지위를 구분 짓고 종 간 교잡을 피한다고 알려져 있다

(Skabeikis et al. 2016). 국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는 

서식지의 평균 온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여, 북방수염하늘소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솔수염하늘소는 남부지역에 서식한다고 알려

져 있다(Kwon 2006). 그러나 최근 매개충 분포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상

북도와 전라북도 지역 등에서 두 종이 같이 혼재한다고 보고되었다. 기

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기 전에는 국내 두 종은 분포에 차이를 보였

으나,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퍼지면서 두 종의 밀도도 급격히 

증가하여 분포지역이 확산되면서 혼재지역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여겨

진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같은 집합-성페로몬을 공유하더라

도 밤과 낮에 활동시간대를 달리하여 생태적 지위를 구분하면서 종 간 

교잡을 피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Nishimura (1973)와 Kim et al. 

(2006)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일주기 생태를 관찰한 결과 

낮에는 섭식을 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저녁 8시 이후가 되어서야 움

직이면서 교미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솔수염하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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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북방수염하늘소 두 종 모두 밤에 주로 페로몬을 방출하지만 북방수염

하늘소가 낮에 방출하는 페로몬의 양은 밤 시간대의 방출량과 비교적 차

이가 없다는 점에서 북방수염하늘소는 낮 시간대에도 활동을 하면서 교

미활동을 하여(Personal communication with Prof. Park) 솔수염하늘소와 

종 간 경쟁을 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종이 계절적으로나 일주기에서 활동 범주가 완전히 일치한다

면 페로몬의 일부에 대하여 상승 효과를 하거나 기피효과를 보임으로써 

종 끼리 기피한다고 알려져 있다(Mitchell et al. 2015). 솔수염하늘소와 달

리 북방수염하늘소가 페로몬과 기주물질, 다른 곤충의 집합페로몬을 조

합을 다르게 하여 야외에서 채집했을 때 솔수염하늘소와 달리 북방수염

하늘소는 ipsenol과 집합-성페로몬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Lee 

et al., 2017). 솔수염하늘소는 ipsenol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EAG반응 실험을 하였을 때 오히려 monochamol이나 α-

pinene보다 더 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다. 이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

수염하늘소는 ipsenol에 대하여 각각 기피 반응과 선호 반응을 보임으로

써 종 간 경쟁을 피하는 것이라 추측되었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더듬이 감각기의 형태와 분포를 관찰

한 결과, 두 종의 더듬이 구조와 감각기는 매우 흡사하였다. 두 종의 더

듬이는 암수 구분 없이 모두 자루마디, 팔굽마디 그리고 9개의 채찍마디

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각 마디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었으며 마디와 마

디는 뒷 마디가 앞 마디로 끼워져 있는 형태로 마디별로 움직임이 가능

하였다. 두 종 모두 암컷의 더듬이(북방수염하늘소: 25 mm, 솔수염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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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35.8 mm)는 몸 길이와 같거나 약간 길었던 반면에, 수컷(북방수염하

늘소 33.9 mm, 솔수염하늘소 58.2 mm)은 암컷에 비해 몸 길이 대비 더

듬이의 길이가 훨씬 길었다. 수컷의 더듬이 길이가 암컷에 비해 훨씬 긴 

성적이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컷이 교미 상대를 찾아내는 성공률을 올

리기 위한 자연 선택이라 추정된다(Hanks et al. 1996) 

 SEM으로 두 종의 더듬이 세부구조를 관찰해 본 결과, 두 종은 같은 더

듬이 세부구조를 보였다. 또한 같은 더듬이 감각기 종류와 분포를 가졌

는데, 암컷과 수컷에서 chaetica 감각기의 길이에 따른 형태 차이 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Dyer et al. (1975)은 M. scutellatus와 M. notatus

의 더듬이 감각기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 감각기의 형태가 비슷하였

기 때문에 Monochamus 속의 하늘소는 더듬이 감각기의 종류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Dyer and Seabrook 1975). 두 종의 더

듬이 감각기 종류가 비슷하였고, 암수의 더듬이 감각기 구분 차이도 없

다는 것을 바탕으로 감각기의 형태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었다. 감각

기의 형태에 따른 구분은 Schneider (1964)의 감각기 분류 기준에 따라 

형태, 크기, 소켓의 유무, 표면의 미세 구멍의 유무, 끝 모양 으로 크게 

chaetica, trichodea, basiconica, coeloconica로 총 4종류의 감각기를 구분

할 수 있었다(Schneider 1964). Chaetica와 trichodea와 basiconica 감각기

는 길이, 폭, 주름 형태에 따라 세부타입을 각각 3 종류(ChA, ChB, ChC), 

2 종류(TrA, TrB), 그리고 3 종류(BaA, BaB, BaC)으로 나누었다. Dyer et 

al. (1975)은 chaetica 5 종류, trichodea 1 종류, basiconica 3 종류, 그리고 

domed organ 1 종류으로 구분한 반면에, Ali et al. (2017)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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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onica, trichodea, chaetica, digit-like, rod-like, 그리고 bottle-like 감

각기로 분류하였다(Dyer and Seabrook 1975, Ali et al. 2017).   

 더듬이의 각 마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감각기의 종류는 chaetica 감

각기였다. 이를 길이와 두께에 따라 ChA, ChB, ChC로 나누었는데 ChA

가 가장 많은 형태이었고 ChA에 비해 2배 이상 길고 두꺼운 ChB는 마

디와 마디의 연결 부위에만 존재하였으며 ChC는 ChA보다 폭과 길이가 

짧은 형태로 ChA의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Chaetica 감각기는 두

꺼운 큐티클층과 소켓의 존재로 인해 대표적인 기계적 감각기로 추정이 

된다. 기계적 감각기에 존재하는 소켓 세포는 감각기의 움직임을 유연하

게 하면서 감각기의 움직일 때 수상돌기의 관상체 변형로 인한 전위 발

생 차이로 움직임과 타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한다(Klowden 2009). ChA와 

ChC는 각 마디의 표면에 균일하게 밀집해 있는 반면에 ChB는 채찍마디

에서 마디와 마디의 연결 부위에서 주로 관찰이 되었는데 이는 하늘소가 

긴 채찍마디를 가지고 있어 각 마디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함

으로 보인다.  

 Trichodea 감각기는 길이가 긴 TrA와 짧은 TrB로 구분되었다. 두 세부

타입은 모두 소켓이 존재하고 표면에 세로 주름이 있으며 뭉툭한 끝에 

미세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두 감각기 모두 소켓이 존재한

다고 뭉툭한 끝에 구멍이 있다는 면에서 기계적 감각과 접촉에 의한 화

학적 감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

염하늘소는 모두 암컷이 수컷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수컷이 암컷에 다가

가서 서로 더듬이를 접촉한 후에 교미를 한다고 보고되었다(Fauziah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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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7, Kim et al. 2006). 암컷의 표피에는 접촉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성페로몬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어지는데(Ibeas et al. 2008), 수컷과 암컷이 

각자를 구분하는 감각기가 sensilla trichodea로 추정이 된다. 이는 하늘소

가 교미 상대를 인식하는데에 시각보다는 촉각과 후각에 의지한다는 것

을 의미하며(Hanks et al. 1996) 수컷이 암컷의 더듬이를 접촉하고 나서

야 암컷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 교미가 이루어질 수 있다(Ibeas et al. 

2008). TrA가 TrB보다 개수는 적지만 더 긴 것은 TrA가 더 광범위한 감

지를 위한 것이고 TrB는 더 짧고 개수가 더 많아 더 섬세한 감지를 위

한 것이라 추정된다.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모두 수컷에서 TrB

의 개수가 암컷의 TrB 개수보다 더 많았다는 것 역시 수컷의 더듬이 길

이가 더 길다는 것과 더불어 교미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Basiconica 감각기는 채찍마디에서만 분포하였다. 다른 감각기들은 마디

마다 균일하게 관찰되었던 것에 비해 basiconica 감각기들은 각 마디별로 

양 끝 가까운 부위에 집중분포를 하였다. 각 더듬이의 마디는 원통형으

로 생겼으나 마디와 마디의 연결 부분에 편평한 부위가 있는데 그 편평

한 부위에 BaA와 BaB가 혼재하며 밀집해 있었다. BaA와 BaC의 수는 대

체로 수컷이 암컷보다 더 많았고 BaC의 수는 비슷하였다. BaA와 BaB의 

비율을 보면 수컷(1:1.4)이 암컷(1:1.1)에 비해 BaA의 비율이 더 많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Basiconica의 갯수는 scape와 pedicel에서는 관찰이 

안 되었으나 채찍마디 번호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이는 더듬이의 끝으

로 갈수록 더듬이의 움직임 방향이 정교하고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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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범위에서 기주물질과 페로몬을 감지하기 위한 특성으로 보인

다. 또한 basiconica 감각기는 표면을 고배율로 확대하여 관찰하면 미세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후각 감각기를 담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Zacharuk 1980). 이러한 후각감각기의 횡단면을 보면 큐

티클이 얇고 수상돌기들이 각 미세구멍마다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휘발

물질을 감지한다(Schneider 1964). Basiconica 감각기는 1개나 두개의 뉴

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휘발성페로몬과 기주물질을 감지하는데 제각기 

다른 전기적 신호를 보인다고 한다. Álvarez et al. (2015)이 

M.galloprovincialis의 더듬이의 basiconica 감각기를 대상으로 감각기 각

각의 전기적 반응을 측정해본 결과 집합-성페로몬, 카이로몬, 기주물질, 

그리고 연기 물질에 대해 반응을 보였고, 대다수는 모든 물질에 반응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뉴런이었지만 몇몇 특정한 뉴런들은 페로몬 혹은 

연기 물질에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다(Álvarez et al. 2015). 

 야외에서 집합-성페로몬인 monochamol을 이용한 트랩을 설치하여 채집

을 하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모두 암컷이 수컷에 비해 3배 

가까이 채집이 되었다(Lee et al. 2017, Lee et al. 2018). 집합-성페로몬을 

감지하는데에 있어서 수컷이 암컷보다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감각기의 분

포나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추가 된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의 감각기 분포를 보면 수컷 성충이 암컷 성충에 비해 BaA와 BaB

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암컷이 휘발물질에 대해 EAG 

반응이 더 크고 민감하게 나왔던 것으로 보아 하늘소가 휘발물질을 감지

하는데에 있어 감각기의 수 보다는 암컷과 수컷의 더듬이 감각기별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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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수, 감각 수용체의 민감도, 냄새결합 단백질(ordorant binding 

protein) 혹은 chemosensory protein 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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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소나무재선충병의 국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수

컷 성충이 분비하는 집합-성페로몬 monochamol의 방출량의 패턴을 보았

을 때 두 종 모두 불규칙하지만 꾸준히 방출하는 패턴을 보였다. 일별 

페로몬방출량을 본 결과 솔수염하늘소는 수컷성충이 우화되고 표피를 경

화시키는 1주일이 지난 후부터 평균 10.6일 후에 페로몬 방출을 시작하

였다. 반면에 북방수염하늘소는 평균 5일부터 페로몬 방출을 시작하였으

며 가장 빨리 방출을 시작한 개체는 경화하자마자 방출을 시작하였다. 

최대 일별 방출량은 솔수염하늘소가 30.6 ㎍, 북방수염하늘소가 74.9 ㎍

이었다. 두 매개충은 표피 경화 후 2~3주차에 제일 페로몬을 많이 방출

하고 솔수염은 8주차부터 양이 줄어들지만 북방수염하늘소는 평균 방출

량이 비교적 꾸준하였다. 하루 내 시간대별 방출량을 보면 북방수염하늘

소와 솔수염하늘소 둘다 밤(19:00~07:00)에 많이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방수염하늘소는 솔수염하늘소에 비해 밤에 내는 페로몬 

방출량과 낮에 내는 페로몬 방출량이 차이가 적었다.  

두 매개충이 페로몬 일일 방출량이 0~74.9 ㎍의 범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농도별로 집합-성페로몬, 기주휘발성분 및 카이로몬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monochamol, 에탄올, (-)-α-pinene, 그리고 ipsenol

에 대한 더듬이의 전기적 반응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모든 물질은 

고농도일수록 반응이 좋게 나왔으나 에탄올의 반응은 가장 낮았고 

ipsenol은 반응이 가장 좋았다. Monochamol에 대한 전기적 반응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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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솔수염하늘소 암컷이 수컷에 비해 두 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

였으며 암컷은 1~10 ㎍의 농도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수컷은 10 

~100 ㎍의 농도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

방수염하늘소는 수컷과 암컷의 휘발물질들에 대전기적 반응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모두 ipsenol에 대한 반응

이 좋았는데 솔수염하늘소는 ipsenol을 기피물질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북방수염하늘소는 유인물질로서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더듬이 감각기의 형태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솔수

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동일한 감각기의 종류를 가지는 것으로 나

왔다. Chaetica, trichodea, basiconica, coeloconica 감각기가 관측되었으며 

세부 타입으로 chaetica가 3 종류, trichodea가 2 종류, basiconica가 3종

류, 그리고 coeloconica 1종류로 총 9종류의 감각기가 분류되었다. 암컷

과 수컷은 ChA의 길이와 폭 차이 외에 감각기의 형태는 차이가 나지 않

았다. 각 감각기 별 세부적인 구조를 살펴본 결과 각 감각기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그 중 basiconica 감각기는 화학적 감각기, trichodea

는 기계적 감각과 미각 감각기, chaetica는 기계적 감각을 수용하는 것으

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집합-성페로몬 방출 패턴과 농

도별 EAG 반응, 더듬이 감각기의 형태와 분포를 조사하였다. 집합-성페

로몬 방출 패턴을 바탕으로 두 매개충의 성적 성숙도를 추측할 수 있었

기에 이를 바탕으로 페로몬의 방출량 증가패턴과 더불어 생식기와 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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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샘의 생리적 발달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페로몬 

트랩 이용시 적정 방출량, 방출 시기 및 방출 시간대 등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듬이 감각기의 형태와 분포 연구

를 바탕으로 각 감각기의 세부적인 구조 연구와 단일 감각기 별 전기적 

반응(Single sensillum recording)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차후에 이를 바탕으로 매개충의 페로몬샘 발달과정과 더불어 유전

자 발현 분석을 통해 유전자 발현 억제제와 같은 새로운 제어물질 개발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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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adults of Monochamus alternatus (Hope) and Monochamus 

saltuarius (Gebler) are known to produce aggregation-sex 

pheromone, monochamol (2-undecyloxy-1-ethanol). In this study, 

I analyzed daily, weekly and diel emission patterns of monochamol 

after sclerotization, and measured the electrophysiological responses 

of male and female matured adults to monochamol,  ethanol, α-

pinene, and ipsenol. For morphological study on antennal sensilla, I 

compared the distribution of antennal sensilla on antennae of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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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emale adults of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Daily amount of 

monochamol emitted by male adults of both species showed irregular 

but constant patterns. M. saltuarius male released the pheromone 

earlier than M. alternatus male. Mean days for first emission of 

pheromone were 10.6 and 5 days after sclerotization for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respectively.  Weekly patterns of 

monochamol emission by both species showed the highest peak at 

3rd week. The amount of monochamol released by M. alternatus 

decreased after 8th week. However, M. saltuarius produced constant 

amount of monochamol during its lifetime. In diel rhythms of 

pheromone emission, both species released more amount of 

monochamol in night time than day time. Electroantennographic 

responses of matured adults of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to 

various doses of monochamol, (-)-α-pinene, ethanol, and ipsenol 

were measured. M. alternatus female adults showed higher 

responses to pheromone and kairomones than male adults.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in EAG responses of M. saltuarius female 

and male adults to pheromone and kairomones. Both species showed 

the highest response to ipsenol. Morphological features and 

distribution of antennal sensilla on antennae of M. alternatus and M. 

saltuarius male and female were investigated by using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ensilla could be classified 

into sensilla chaetica, sensilla basiconica, sensilla trichodea, and 

sensilla coeloconica by shape, size, socket, tip, furrows an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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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ores. Sensilla chaetica, basiconica, and trichodea could be 

further classified into 3, 3, and 2 subtypes by lengths and widths, 

respectively. Sensilla chaetica were the most abundant sensilla on 

antennae. The number of sensiila basiconica increased at the terminal 

regions of flagellum. Sensilla trichodea and sensilla coeloconica 

showed constant distribution on antennae. Micropores were found in 

all 3 subtypes of sensilla basiconica and this suggests sensilla 

basiconica are olfactory chemoreceptors. Uniporous sensilla 

trichodea are considered as mechanoreceptors and contact-

chemoreceptors. Based 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function of sensilla chaetica and coeloconica might be 

mechanorece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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