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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get current state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and 
to efficiently collect and utilize of the trees damaged by the pine wilt disease and abandoned fumigation-treated trees at 
forecasts. The method to control pine wilt disease damaged area is mostly fumigation treatment system, and there is no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maged trees because of absence of efficient collection system, lack of collection cost, and 
absence of policy, etc. A survey is conducted that asked about the satisfaction degree for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collection and use divided into 6 topics. It was positively recognized that the need and problem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and results and satisfac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while it was mostly negatively recognized that the 
policy satisfaction for prevention and collection, satisfaction of collection and use, collection and forestry mechanization, and 
satisfaction of foundation equipment for forestry mechanization, etc.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high-tech forestry mechanization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 of results and satisfac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for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collection and utilization, it is also need to make an effort in various ways for improve 
satisfaction level of satisfaction of collection 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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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론

소나무 시들음병의 원인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 
-lenchus xylopilus)은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중국

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소나무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Mota et al., 1999; Ichihara et al., 2000). 우

리나라의 경우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보고

가 되었고, 2001년부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

산되었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잣나무에서도 소나무재

선충병이 보고되었다. (Yi et al., 1989; Han et al., 

2008).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63.7%인 6,369천 ha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40.5%인 2,581천 ha가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나무재선충의 주요기

주인 소나무림이 침엽수림의 80.0%인 2,069천 ha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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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어(Korea forest service, 2014) 소나무재선충

을 방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산림의 32.4%에 달하는 면

적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05년 Nakasaki 지역에서 소나무재선

충에 의한 피해가 처음 발생한 후(Yano, 1913) 현재는 

Aomori와 Hokkaido를 제외한 전역에 확산되었고, 피해

량도 1932년에 11,700 에서 매년 증가하여 1979년에

는 2,432,700 에 이르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로 매

년 1,000,00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Mamiya, 

1988; Kishi, 1995; Futai, 2008).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피해는 2010년 26

만본을 시작으로 2011년 49만본, 2012년 48만본, 2013

년 218만본, 2014년 11월 80만본으로 2005년부터 ‘소

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노력한 결

과 2010년까지는 피해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급격히 확산된 추세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방재방법

으로 대부분 타포린을 이용한 훈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

며, 피해목의 수집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한 피해지역에

서도 수집비용 등의 이유로 훈증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

이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로 인하여 산림내 소나무재선

충 피해목의 훈증더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훈증더

미를 수집하는 작업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훈증더미 대부분이 산에 그대로 방치되어 산불이

나 장마 등의 자연재해 시 2차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연

구를 보면 Hong(2007)은 폐기물 목질자원과 소나무재

선충 피해목을 활용하여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에 

신재생에너지로서 연구를 한 바가 있으며, Yoon et al. 

(2008, 2012)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선택적 방

제 및 피해목의 활용에 관한 연구로 소나무재선충 피해

목의 침전실험 및 훈증목에 관한 목재 활용 가능성에 대

해 연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수집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담

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나무재선충 피

해목과 산림내에 방치된 훈증처리목을 효율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

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2.1. 표본과 자료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현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앞으로의 정책 및 방향을 제

시하기위하여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있는 56개 시·군의 

소나무재선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4-2015년도 소나무재선

충 방제 및 수집작업 종료시기인 2015년 4월 중순부터 5

월 중순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설문조사자의 일

반사항과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활용에 대

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

목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의 만족도, 필요성과 문제인

식, 수집 및 활용의 만족도, 임업기계화 등의 만족도, 기

반시설의 만족도, 성과 및 효과 만족도의 6개 대항목과 

33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5점 Likert scale(1점:전혀 

그렇지 않음, 3점:보통, 5점:매우 그렇다)을 적용하여 조

사를 실시하였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

행한다. 먼저 선정된 33개의 항목들이 임업기계화의 성

과 및 효과 만족도라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신뢰성(reliability)이 있

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정을 실시한다. 신뢰

성 검정에서는  Cronbach‘S ⍺값을 이용하였으며, 항목-

전체 상관관계에서 0.3이하이며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사전에 설정된 6가지 요인

으로의 분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측면적 분류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

용한다.

요인분석은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하

나의 요인으로 묶는 것으로 요인들간에는 가능한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진 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요인들 간에는 상관성이 최소로 유지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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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 된다.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에서의 회전은 요인들간의 관련성이 상호 독립일 경

우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을 사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들간의 관련성이 상호 독립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각회전의 직접 오블리민회전 방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요인분석에 의하여 묶여진 요인들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토한다. 일반

적으로 경로분석은 다른 분석기법과 같이 특정변수의 값

이 다른 어떤 변수에 영햐을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

지만, 수식이 아닌 그림을 이용하여 인과관계의 해석을 

위한 설명적 결과를 나타내준다는데 있어서 장점을 지닌

다. 경로분석의 목적은 회귀분석과 유사하지만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간이 관계를 나타내는 모

형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Choi, 

2000).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Classification

Numbers of 
respondent

 (man)

Ratio
(%)

66 100

Working 
year

(year)

Less than 2 12 18

2 5 18 27

6 10 17 26

11 15 3 5

16 25 11 17

More than 25 4 6

Non-respondents 1 2

Working 
year for 
pine wilt 
disease
(year)

Less than 1 16 24

1 22 33

2 11 17

3 9 14

More than 4 6 9

Non-respondents 2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rvey respondents

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는 66명으로 응답률 59%

이며, 산림작업자로서 근무 연수는 2년 5년이 27%로 

가장 많았고 소나무재선충 담당 근무 연수는 1년 및 1년 

이하가 전체의 57%로 평균 약 1.9년으로 나타났다.

3.2. 피해지 현황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현황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정도는 ‘중’이 30%로 가장 많

고, ‘심’ 24%, ‘경’ 17%, ‘극심’ 15%로 나타났다. 소나

무재선충 피해목의 방재처리방식은 훈증처리(타포린처

리) 방식이 63%로 대부분 훈증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집 후 파쇄하여 칩으로 이용 

20%, 현장파쇄처리 후 임내살포 7%,  기타 방식에는 소

각, 매립, 파쇄 후 펠릿으로 사용 등이 있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수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응답은 ‘훈증처리(타포린처리)된 처리목에 대

한 수집작업 실시’가 37% 가장 많이 나타났고, 수집이 

29%, 미수집이 27%로 나타났다. 그중 소나무재선충 피

해목 수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인력 수집이 43%로 가

장 많고, 우드그랩+차량운반 수집이 29%로 나타났으나 

고성능임업기계를 이용한 수집작업은 한 곳도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수집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수집비용 미책정 및 부족이 26%로 가

장 많고, 수집방법의 부재 및 어려움 19%, 수집을 위한 기

계화 부족 18%, 임도망 부족 16%로 나타났으며, 기타사

항에는 인력부족, 험준한 지형조건, 넓은 지역에 국보적으

로 발생 등이 있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수집 후 활용

방법에 대한 응답은 파쇄처리가 28%로 가장 많고, 펠릿공

장 17%, 소각 11%, 열병합발전소 8%로 나타났으며, 기

타방법에는 퇴비, 제지, 보드제조, 매립 등이 있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수집 후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활용에 대한 정책의 부

재가 24%로 가장 많고, 피해목 활용도의 저하 20%, 활

용업체와의 연계성 부족 18%로 나타났으며, 기타사항에

는 적은 수집량, 수집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3.3. 측정항목 평가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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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swer Numbers (man) Rate(%)

Damaged degree of pine wilt 

disease in the work area

Intensity 10 15

Heavy 16 24

Normal 20 30

Light 11 17

Slight 6 9

Non-respondents 3 5

Disaster prevention processing 

method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Fumigation treatment (Tarpaulin processing) 56 63

After crushing in the field, spray in the forest 7 8

After collecting, Crush and use for the chip 18 20

After collecting, use for buttlog 0 0

etc 5 6

Non-respondents 3 3

Collecting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Yes 18 29

No 17 27

Collecting of damaged trees after fumigation treatment 23 37

Non-respondents 4 6

Collection method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Manpower 40 43

Wood grab 6 6

Wood grab + transport using the car 27 29

Mini winch 2 2

Yarder attached on tractor 1 1

High-performance forest machines 0 0

etc 1 1

Non-respondents 16 17

Reason of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Absence and lack of collection cost 29 26

Absence and difficulty of collection method 21 19

Lack of mechanization for collection 20 18

Lack of forest road network 18 16

Absence of policy for collection 6 5

Non-utilization after collection 4 4

etc 4 4

Non-respondents 10 9

Utilization method after 

collection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7 8

Pallet plant 15 17

Sawdust plant 7 8

Crushing process 25 28

Incineration 10 11

etc 5 6

Non-respondents 21 23

Reason of unused after 

collection of the trees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Reduction of the utilization of damaged trees 14 20

Damage spread through the use 9 13

Decline in the value by using 1 1

Dislike of the utilization company 2 3

Lack of linkage system with the  utilization company 13 18

Absence of the policy of utilization 17 24

etc 5 7

Non-respondents 10 14

Table 2. Current state of the area damaged by pine wil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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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tents Mean SD

Satisfaction of the 
policy for the 
prevention and 
collection of 
damaged trees

Prevention policy 3.27 .76

Collection policy 2.65 .73

Consistency of  the policy of prevention and collection 2.64 .80

Law and legal of prevention and collection 2.67 .69

Manual of prevention and collection 2.68 .73

Forestry mechanization of prevention and collection 2.52 .83

Budget and supporting of prevention and collection 2.44 .79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and 
problems for the 
collection of 
damaged trees

Necessity of collection 3.92 .86

Extension of collection 3.85 .92

Problems of policy and system 3.55 .64

Problems of forestry mechanization and technique 3.59 .70

Problems of forest road network and infrastructure 3.61 .76

Training and management of workers and operators 3.41 .86

Problems of collection system 3.47 .71

Satisfaction of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damaged trees

Collection and utilization 2.71 .72

System of  collection and utilization 2.64 .74

Secondary damage according to collection and utilization 2.95 .97

Linkage system with the company of collection and utilization 2.55 .77

Systems of the forestry mech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 2.39 .74

Satisfaction
of  the collection 
and forestry 
mechanization

Compatibility of forestry mech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 2.53 .75

Expense support for the supply and operation of forest machines 2.38 .67

Kind and quantity of the supplied forest machines 2.39 .72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3.68 .73

Number and competence of the company used forest machines 2.39 .65

Exhibition and promo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2.71 .80

Satisfaction of forest 
road network for 
forestry 
mechanization

Establishment of forest road network 2.27 .80

Design and construction of forest road network for forestry mechanization 2.52 .85

Maintenance and repair of forest road 2.77 .78

Construct of forest road network linked with forest operation system 2.48 .75

Satisfaction of result 
and effect of forestry 
mechanization for 
the collection of 
damaged trees

Result and effect of forestry mechanization 2.71 .84

Effect of forestry mechanization for the collection of damaged trees 2.74 .75

Continuous necessity of the business promo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3.67 .71

Contribution of the work of collection by forestry mechanization 3.27 .73

Table 3. The result of surve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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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all results of survey responses (Mean scores).

Fig. 2. The result of path analysis.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현황 분석

항목의 결과는 Table 3와 같다. 피해고사목의 방재 및 수

집의 정책만족도의 소항목에 대한 측정값은 방재정책의 

만족도 항목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확보와 

사업비 지원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

해고사목의 수집의 필요성과 문제인식의 소항목에 대한 

측정값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집의 필요

성과 수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점차 증가되는 훈증목의 처리 및 피해고

사목 수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피해고사

목의 수집 및 활용의 만족도의 소항목에 대한 측정값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목의 수집을 위한 

임업기계화 및 작업시스템 체계의 만족도에서 가장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고사목의 수집과 임업기계화 등에 대한 만족도의 

소항목에 대한 측정값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피해고사목 수집을 위한 임업기계가 더욱 도입이 

되어어야 한다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임업기계

화를 위한 기반시설 만족도의 소항목에 대한 측정값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임도의 개설 및 노망 구

축 등의 만족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

해고사목 수집을 위한 임업기계화 성과 및 효과의 만족

도에 대한 소항목의 측정값은 임업기계화의 성과와 임업

기계화 사업의 효과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

속적인 임업기계화 추진과 임업기계화가 수집작업 향상

에 기여한다는 내용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만족도, 필요성과 문제인식, 수집 및 활용의 만

족도, 임업기계화 등의 만족도, 기반시설의 만족도, 성과 

및 효과 만족도의 6개 대항목별 설문응답결과(평균점수)

는 Fig. 1과 같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수집의 필

요성과 문제성을 인식하는 입장을 나타내었고 소나무재

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수집을 위한 임업기계화의 성과 및 

효과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방재 및 수집을 위한 정책의 만족도, 수집 및 

활용의 만족도, 수집과 임업기계화 등에 대한 만족도, 임

업기계화를 위한 임도망 등 기반시설의 만족도에서는 다

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급 및 효율적인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을 구

축하며, 수집작업시스템에 맞는 임도망을 구축하고 개설

해야 할 것이다. 

3.4. 경로분석 

경로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의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값)을 적용하였

으며 결과는 Fig. 2와 같다. 먼저 필요성과 문제인식 요

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나머지 5가지의 항목을 종속변수

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업기계화의 만

족도(.578), 임도망 등 기반시설의 만족도(.540), 성과 및 

효과의 만족도(.527), 정책 만족도(.516), 수집 및 활용의 

만족도(.419)의 순서에 따라 정(+)의 관계를 보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집 및 

활용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 기반시설의 만족도, 임업기

계화의 만족도 총 4가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두고 성과 

및 효과의 만족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업기계화의 만족도(.307), 수집 및 활용

의 만족도(.229), 정책 만족도(.210), 기반시설의 만족도

(.180)의 순으로 정(+)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는 

임업기계화의 만족도가 1%의 유의수준에서 수집 및 활

용의 만족도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4. 결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의 방재처리방식은 대부분 훈증처리방식을 하고 있으며, 

훈증처리된 피해고사목에 대한 수집작업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수집작업은 대부분 인력수집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우드그랩 부착형 굴삭기

와 차량을 이용한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성능임

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 효율적

인 수집작업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목 수집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수집비용 

미책정 및 부족과 수집방법의 부재 및 어려움 등이 문제

점으로 나타났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수집 후 활용을 

하는 방법은 파쇄처리가 가장 많았으며, 펠릿공장, 소각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활용에 대한 정책의 부재와 피해목 활용도의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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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만족

도를 6가지 대항목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소나무재선

충병 피해고사목 수집의 필요성과 문제성, 임업기계화의 

성과 및 효과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재 및 수집을 위한 정책의 만족도, 

수집 및 활용의 만족도, 수집과 임업기계화 등에 대한 만

족도,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도망 등 기반시설의 만족도

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6가지 요인들을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Path analysis)

을 통하여 구조적 관계를 규명해본 결과 필요성 및 문제

인식은 임업기계화의 만족도, 임도망 등 기반시설의 만

족도, 성과 및 효과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 수집 및 활용

의 만족도의 순서에 따라 정(+)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성과 및 효과의 만족도 요

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임업기계화의 만족도, 수

집 및 활용의 만족도의 순으로 정(+)의 관계를 보이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임업기

계화의 성과 및 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기

계의 보급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임업기계 활용 

업체의 수와 역량이 늘어나야할 것이다. 또한 고성능 임

업기계의 보급 및 효율적인 작업시스템의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하며, 활용하는 업체와의 연계체계 및 활용시스템

이 더욱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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