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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unk injection delivers various substances directly to the crown through drilling wound on

xylem and could be used for trees with poor roots. Injected substance is stable in the tree and trunk injection

has long-lasting effect. Application of trunk injection is increasing in living space because it has little effe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owever, without understanding anatomy and physiology of tree speci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runk injection may injure through injection wound.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methods to inject substances without damaging trees. The best trunk injection is to inject the right substance

at the right time, to the right tissue, in the right way. Since the injected substance relies its translocation on

the transpiration flow of tree, the injection wound drilling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mponents

and distribution of the xylem system. Trees must be injected unde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good for

transpiration. Injection wound should be drilled on the stem tissue of good vitality in a way that minimizes

the damage to the tree. The injecting substance should be weakly acidic, water-soluble and translocatable

through vessels. Substance formul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dditives are also very important. Injection

wounds should be drilled as small and shallow as possible. Recently, various injectable formulations and non-

drilling injectors are in the market. If the proper product is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ree species and the trunk is injected in a suitable way, better results with minimal injury on trees could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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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목은 목재나 종이, 연료의 제공이나 각종 열매를 비롯

한 식용 및 의약품 자원의 공급 역할을 하는 경제적 기능뿐

만 아니라 산소의 공급과 대기오염 물질 감소, 햇빛 차단과

복사열 방출 억제를 통한 온도변화 완화를 통한 기후 순화에

기여하며 각종 곤충들과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생물적 방제

자원의 보육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Kim, 2006; Simpon and Ogorzaly,

2011).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산림의

면적은 감소하고, 농경지 면적은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

이고 있지만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도 가로수나

건물주변의 조경림, 공원지대 조성 및 주택 정원과 같은 도

시환경림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다(Kang et al., 1997;

Simpon and Ogorzaly, 2011).

한편 나무가 살아가는 환경은 자연, 도시, 경작지 등 매우

다양하며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속적 또는

간헐적 환경스트레스로 인하여 나무는 병해충에 시달리거나

활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러

한 스트레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

여 살균제, 살충제와 같은 작물보호제나 영양제를 투여한다

(Kang et al., 1997; see Harries, 1965). 식물에 어떤 물질을

투여하는 방법에는 제형이나 작용 특성에 따라 분무나 연무,

미스트 살포와 같은 엽면처리 방법과 입제나 액상제를 토양

에 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경수나 과수 등

수목류에는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직접 주입하는

수간주입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4).

수간주입법은 일반적인 작물 병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수

관살포법에 비하여 비표적 생물이나 환경 노출 위험성이 적

어 과수를 비롯한 도심지역이나 농약 비산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방제법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Ugine et al., 2013; Wise et al.,

2014)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가로수나 과수 해충 방제

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Hollister and Jacobs, 1928; Harries,

1965; Thompson, 1967; Wene, 1970; Saunders, 1971). 우

리나라에서도 수간주입법은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

는데(La et al., 1976) 주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

되고 있고(KFS, 2019),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

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방제방법으로

명시되어 있다(KMGL, 2020). 수간주입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처리 약제를 손실 없이

모두 나무에 전달하게 할 수 있는 처리법으로 다른 처리 방

법보다 장점이 많아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

로 주입하여도 주입물 성분이나 주입 시기, 대상 수종 등에

따라 수간주입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Berger and Laurent,

2019). 더구나, 수간주입 방법이 옳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

려 나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비록 일반 과수작물에 대한 수간주입 방법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위하여 매년 산림청에서 수간주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간주입의 원리를 제대로 이

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수간주입의 역사와 원리, 방법, 문제점,

그리고 수목의 특성과 건강을 고려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간주입 정의와 적용

나무주사(tree injection) 또는 수간주입(樹幹注入, trunk

or stem injection)은 수목을 치료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화

학적 방제법의 하나로 동물의 혈관주사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약액을 나무에 직접 넣어 주는 방법이다(Sánchez-

Zamora and Fernández-Escobar, 2004). 즉, 나무 밑동(근두

부)이나 굵은 줄기에 구멍을 뚫고 물관부(xylem)로 약액을

넣어 수관의 잔가지와 잎은 물론 뿌리에까지 고르게 전달하

는 방법으로(VanWoerkom et al., 2014), 뿌리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원하는

물질을 나무 내부로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효과도 빨리 나

타나는 편이므로 살균제(Percival and Boyle, 2005), 살충제

(McCullough et al., 2011), 항생제(Cha and Tattar, 1993),

영양제(Nair et al., 2014; Shaaban, 2009), 식물저항성유도

물질(Berger and Laurent, 2019), 식물정유(Mckenzie et al.,

2010) 등 다양한 물질 공급에 사용하고 있다. 주입된 물질이

조직 내부에서 이동하므로 자외선에 의한 분해가 없으며,

기상 요인의 영향도 받지 않아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

등도 장점이다(VanWoerkom, 2012).

다양한 수목 약제처리법 중 수간주입만큼 여러 면에서 확

실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없다. 수간주입은 엽면살포나 토

양관주와 달리 주입물질의 손실이 없고, 약액이 비산하여

의도치 않게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토양에 스며들어 지하수

를 오염하는 등의 부작용도 없다(Wise et al., 2014). 따라서

수간주입은 생활권 수목, 특히 공원수와 가로수 등에 보편

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방제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

우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Sánchez-Zamora and

Fernández-Escobar, 2004; Doccola and Wild, 2012; Lee et

al., 2017). 또한, 살포나 도포, 관주 등 일반적인 처리법으로

는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빗자루병, 오갈병 등 내부기

생성 수목병의 현실적인 방제법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Cha and Tattar, 1993; Flower et al., 2015) 목

질부 내에 기생하는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식물기생선충 방

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Lee et al., 2009). 또한 집중방제가

필요한 고품질 과수재배에서도 살균제 수간주입은 효과적인

약제처리법으로 인정받고 있다(VanWoerko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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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대발생하였던 뽕나무 오갈병과 대추

나무 빗자루병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수간주입이 사용되었다

(La et al., 1976; Park et al., 1994). 최근에는 생활권 소나무

림이나 도심 가로수들에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 버즘

나무방패벌레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KFS, 2014). 수간주입은 안전성과 방제효과 면에서 다른

방제법들에 비해 뛰어나므로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 현장

에서 사용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수간주입은 수간주사, 나무주사, 수관주사(주입) 등으로도

불리는데, 수관주사는 옳지 않은 명칭이므로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수간주입 유래와 발달 과정

식물에 무엇을 주입한 것에 대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은 약

천 년 전으로, Granada의 Hadje가 1158년에 몇 가지 식물

줄기와 뿌리의 수(pith)에 다양한 물질을 집어넣어 꽃과 열

매에 풍미, 향기, 청정성, 약리성 등을 주려고 시도한 것이

다(Perry et al. 1991). 이후 여러 사람에 의해 수간주입이 시

행되었는데, 다방면에서 이름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독이 있는 복숭아를 만들기 위하여 복숭아나무에 비소를 주

입하였다는 흥미로운 기록도 있다(Stipes and Campana,

1981).

20세기 초반까지는 주로 식물체 내에서 물질이 어떻게,

어디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

구들이 시도되었고(Rumbold, 1915; Lipman and Gordon,

1925), 병해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간주입을 사용

한 것은 러시아가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미국 등이 러시아 문헌을 따라 시행하였다

(Perry et al., 1991). 하지만 당시 수간주입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는데, 1918년 USDA Farmers Bulletin은 이러

한 수간주입이 병해충을 방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으며, 나

무에 결정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경고하였다. Perry et

al.(1991)은 당시 수간주입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었

던 것은 아마도 수간주입 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거나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른 등 방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

일 거라고 분석하였다.

1900년대 초·중반부터는 주로 수목 건강관리에 수간주입

이 사용되었다. 항생제로부터 살균제, 필수 원소들, 생장조

절제, 제초제 등 다양한 물질을 주입하여 효과를 관찰하였

는데, 일부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과가 언제나 성

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Rumbold (1920)는 밤나무 줄기마름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페놀, 살리실산, 수은염 등 40 여 종

의 물질들을 밤나무에 주입하였으나 뚜렷한 치료효과를 얻

지 못한 반면, 오히려 수간주입에 따른 피해들이 관찰되었

다. 또한 Roach (1939)는 사과나무에 영양물질을 공급하기

위해 그리스 주입기, 자전거 펌프, 공기압축기 등을 이용하

여 압력식 수간주입을 시도하였는데 주입된 나무의 수피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May (1941)는 이와 같이 잘못

된 주입방법이 수목의 부후를 초래하므로 주입공을 필요 이

상으로 깊게 뚫지 말고, 주입공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하며,

주입 후 주입공을 소독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메워

야 한다고 하였다. 

수간주입은 1930년대 미국에 느릅나무 시들음병이 발생

하여 생활권 느릅나무들을 초토화함에 따라 새롭게 관심을

끌며 발전하였다(Perry et al., 1991). 시간이 흐르면서 방법

과 장비들도 꾸준히 개선되며 수간주입 효율을 높이고 수목

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왔는데, 결론은 수피와 형성층

에 천공기로 작고 얕은 구멍을 깨끗하고 매끈하게 뚫어야

한다는 것이었다(Phair and Ellmore, 1984).

약액을 수목 내부로 직접 넣어 주는 수간주입은 살포나

도포, 관주 등에 비해 약액 손실이 적으며, 유효성분을 효율

적으로 전달하고 환경에도 안전하므로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12세기 아랍에서 열매나 꽃의 색

을 바꾸기 위하여 나무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기 시작한 이

래 다양한 수간주입법들이 개발되어 왔다(Sánchez-Zamora

and Fernández-Escobar, 2004). 현재 많이 사용되는 수간주

입법으로는 천공형과 비천공형이 있는데 천공형에는 미세압

력식(pressurized microinjection method), 압력식, 중력식,

흡수식, 삽입식 등이 있다(Lee et al., 2017; Berger and

Laurent, 2019).

수간주입 원리

주입된 물질이 나무줄기를 따라 이동하고, 수관 전체로

분산되는 것은 증산작용에 의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물관

을 따라 잎으로 이동하는 원리와 같다. 단, 물관에서는 물이

위로만 이동하지만 수간 관다발에 주입된 물질은 위·아래

양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Tattar and

Tattar, 1999; VanWoerkom, 2012). 주입된 물질 이동의 원

동력은 증산류이므로 수간주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

관의 특성과 잎 전체 면적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대기 중

으로 방출되는 증기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Aajoud, 2006;

VanWoerkom, 2012).

식물에서 물 이동 양상은 목질부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주입물질 이동도 목질부의 영향을 받는다(Chaney, 1986).

목질부 형태와 구조는 수종에 따라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물관(도관, vessel), 헛물관(가도관, tracheid), 섬유(fiber), 유

조직(parenchyma) 등 네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Chaney, 1986). 목질부 구성 세포 종류에 따라 물 이동량이

다른데, 물관은 크기가 커서(지름 100-300 μm) 많은 양의

물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헛물관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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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비해 매우 작고(지름 25-50 μm) 양 끝이 막혀있어서

물이 위로 이동하려면 세포벽에 있는 벽공쌍을 통해 옆 헛

물관으로 이동하여야만 하므로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

리다(Sinclair, 1981). 활엽수 물관부는 주로 물관과 헛물관

으로 되어 있는 반면, 침엽수 물관부는 주로 헛물관으로 되

어 있다.

통도세포 종류에 따라 나무 재(wood)가 결정된다. 나무

재에는 산공재(diffusive porous wood), 환공재(ring porous

wood), 무공재(non-porous wood) 등 세 종류가 있다. 무공

재는 소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 겉씨식물 목질부를 구

성하며,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헛물관만으로 이루어져 있

다(Sinclair, 1989; VanWoerkom, 2012). 속씨식물 목질부는

산공재 또는 환공재이며, 물관과 헛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공재는 물관과 헛물관이 나이테 춘재와 추재에 비교적 균

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산공재 수종은 단풍나무, 말채나무,

버즘나무, 사과나무 등이다(Sinclair, 1989; VanWoerkom,

2012). 환공재는 커다란 물관이 주로 나이테 춘재에 분포되

어 있으며 물관 크기는 산공재보다 크다. 환공재 수종으로

는 밤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등을 들 수 있다(Sinclair,

1989; VanWoerkom, 2012). 통도세포 크기에 따라서 물의

이동속도도 달라지므로, 수간주입한 약액이 상승하는 속도

는 환공재 활엽수 > 산공재 활엽수 > 침엽수(무공재) 순서

로 빠르다. 침엽수에서 수간주입 속도가 늦은 또 다른 이유

는 수지분비에 따라 가도관과 주입관이 막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수간주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Zillmer et

al., 1991; Sánchez-Zamora and Fernández-Escobar, 2004).

모든 나무가 최근 만들어진 세포들로 구성된 목질부인 2기

물관부의 바깥쪽에 있는 어리고 좁은 변재로만 물을 이동하

는데(Lee, 2012) 구성 세포 종류에 따른 수분 이동속도 차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공재와 산공재는 환공재보다 더 많은

두께(나이테)로 물을 이동한다. 즉, 무공재는 가장 최근에 만

들어진 나이테 1~5개로 물이 이동하는 반면(Umeyabashi et

al., 2007), 산공재는 최근 1~3개 나이테로, 환공재는 가장

최근 나이테 1개로만 물 대부분을 이동한다(Chaney, 1986;

Tattar et al., 1998). 

무공재를 갖고 있는 침엽수에서는 물이 헛물관에 있는 벽

공을 통해 옆 세포로 이동하며 사선방향으로 상승한다. 수

간주입한 물질도 통도조직을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옆으로

도 퍼지므로 활엽수에 비해 수간주입 구멍 수가 적어도 수

관의 더 많은 부분으로 주입된 물질이 분산된다. 활엽수에

서는 수간주입한 물질이 물관을 통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므로 침엽수보다 더 많은 구멍으로 수간주입하여야 수관에

고르게 분산된다고 알려져 있다(Chaney, 1986). 그러나 실

제로 주입물질의 이동을 확인한 연구결과들은 활엽수에서도

물관부에 포함되어 있는 헛물관으로 인해 주입액이 위로 올

라가면서 옆으로도 확산된다고 하고 있다(Sinclair and

Larsen, 1981; Tattar et al., 1998; Doccola et al., 2011; Lee

et al., 2014). Lee et al. (2014)은 주입공 크기를 달리하여

염료를 주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줄기를 잘라 단면을

확인한 연구에서 주입공이 있는 높이에서는 구멍 크기에 따

라 염색된 면적이 달랐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줄어들

었다고 하였다.

압력식 수간주입은 용기를 물관과 연결하여 증산류를 따

라 물질을 주입하는 흡수식과는 달리 외부에서 압력을 사용

하여 물질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주입물질은 압력에

의해 물관부 세포외 부분(apoplast)으로 밀려들어가는데, 식

물 통도기관은 전체가 막힘없이 연결된 동물 순환기관과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주입되는 양이 매우 제한될 수밖

에 없다. Apoplast로 주입된 물질들은 통도기관에서 증산류

를 만나고, 그것을 따라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므로 실제로

압력에 의해 이동하는 거리는 그리 길지 않다. 즉, 수간주입

후 일정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동에 있어서는 흡수식 수간

주입과 다를 바 없어진다. 주입기를 수간에 심어 놓는 삽입

식(매몰식, implant) 수간주입은 주입기가 매몰된 부분에 수

액이 고이면서 주입기 내부에 있는 물질을 녹여 내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므로 이 역시 일정 단계가 지나면

증산류에 의존하는 흡수식 수간주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주입된 물질들은 증산류를 따라 이동하는데, 증산류는 언

제나 뿌리쪽에서 잎쪽, 즉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므로 주입

물질들도 주입한 곳에서 수관 쪽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

다(Chaney, 1986; Takai et al., 2004). 하지만 흡수식, 압력

식을 막론하고 실제로는 주입된 물질들이 위, 아래 모든 방

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여러 실증시험을 통하여 확인되

었다(Tattar and Tattar, 1999; Harrell, 2006; Lee et al.,

2014; Cha et al., 2019). 수간에 주입된 물질은 세포내

(symplast) 이동과 세포간(apoplast) 이동을 모두 하는데, 주

입구 위쪽으로는 apoplast로 활발하게 이동하는 반면 아래

쪽으로는 symplast로 움직여서 이동이 느린 편이다(Zillmer

et al., 1991; Cha et al., 2003).

수간주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간주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대상 수종의

생리적 특성(Perry et al., 1991)과 날씨 및 토양 환경(Tattar,

1989), 주입물질의 화학적 특성과 제형(Sur and Stork,

2003) 등이다. 주입물질의 흡수와 분산은 실제로 수간주입

방식은 물론, 주입물 성분과 수용성(Reil, 1979; Percival

and Boyle, 2005; Doccola et al., 2007), 주입 시기(Reil,

1979; Aćimović et al., 2016), 수종(Sánchez-Zamora and

Fernández-Escobar, 2000), 나무 크기와 목질부 형태(Perry

et al., 1991), 수관 상태(VanWoerkom, 2012)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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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물은 물관부 이동 특성에 따라 수관까지 이동하는데,

수종에 따라 생리적 특성이 다르므로 나무가 물질을 흡수하

고 이동하는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수간주입 방법도 수종

특이적으로 달라져야 한다(Perry et al., 1991). 주입물 흡수

와 이동은 통도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종과 환경요인에

따라 물관 크기가 다르다. 산공재와 환공재가 다르며, 인과

류와 핵과류가 다르고, 쌍떡잎과 외떡잎이 다르다(Clifford

et al., 1987; Ferry and Gomez, 2014). 속씨식물에 있는 큰

물관으로는 물질 이동이 빠르며, 좁은 물관으로는 짧은 시

간에 많은 물이 이동하기 어렵다. 구과식물들은 통수 저항

이 큰 가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속씨식물보다 수

간주입이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Sachs et al., 1977;

Reil, 1979; Sinclair and Larsen, 1981), 수지분비도 수간주

입 장애요인이다(Zillmer et al., 1991). 어떤 수종은 결이 나

선형으로 되어있어 주입물질이 감기며 올라가 더 많은 부분

으로 재이동(Takai et al., 2004) 되는 반면, 어떤 종은 결이

곧아 주입부에 제한되어 상승한다(Chaney, 1986).

주입물질은 물관부를 타고 가지와 잎으로 이동하며 체관

을 통해 뿌리계로도 이동한다. 뿌리 물관부는 수간에 비해

일반적으로 구멍이 더 많으며, 더 많은 물관이 접하여 수평

이동이 증가하고 균일한 이행경향을 보인다(Sinclair and

Larson, 1981). 따라서 뿌리나 판근에 주입하면 이행속도와

수평이동을 증가시켜, 구획화를 줄이고 주입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뿌리 근처나 주간 밑부분에 주입하였을 때

분산이 가장 좋다(Tattar et al., 1998).

주입물 화학적 특성과 제형

주입물질이 빨리 흡수되고 잘 분산되기 위해서는 수용성

이 높아야 하며, 특정 환경에서 화합물이 탄소에 흡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탄소흡착계수(유기탄소-물 분배계수: organic

carbon/water partition coefficient, K
oc

)는 높지 않아야 한다.

탄소흡착계수가 높으면 즙액이나 물관의 유기탄소에 흡착되

어 수관으로의 이동이 저해되므로 분산과 약효발현에 문제

가 있다. 사과 불마름병 방제를 위해 prohexadione-calcium

(PC)을 수간주입하여도 효과가 없었던 결과에 대해 Aćimović

et al. (2015)은 PC의 수용성이 174 mg/L로 낮고, 유기탄소-

물 분배계수는 155-1428 ml/g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약제가

물관을 이동하지 못하고 수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용해도 역시 흡수와 이동에 중요한 요인이다(Percival and

Boyle, 2005). 엽면살포용 제형이라고 하여 수간주입에도 문

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용성이 좋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분산된다. 제형에 따라 물관부 이동 적합성이

달라서 수용성 물질이 유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동된다

(VanWoerkom et al., 2014). 수용성은 옥탄올-물 분배계수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
ow

)와 산해리상수(acid

dissociation constant, pKa)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용성이 좋

을수록 막을 잘 통과하여 식물체 내 이동성이 좋다(Sur and

Stork, 2003). pKa가 높아질수록 산성도는 약해지는데, 물관

pH는 5 정도이고 체관은 8 정도이므로 주입물질 pKa가 높

은 편이어야 물관으로 이동을 잘한다(Coslor, 2017). 주입약

제가 소량이고 지속성이 좋으며 이행성 또는 수용성이면 물

관부에서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약효 지속기간도 길어진다.

제형도 주입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주입물질은 반드

시 물관이동성이 좋아야 하며, 침투이행성 약제라면 더욱

좋다. 포타슘포스파이트,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틴 등

은 물관과 체관 모두로 이동하지만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물

관으로만 이동하므로 수간주입 효과도 다르다(Huang et al.,

2016). 느릅나무 마름병 방제 연구에서 MBC·HCl은 50%

베노밀 수화제보다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더 빨리 주입되

었으며, 방제효과도 MBC·HCl이 더 좋았다(Van Alfen and

Walton, 1974). 유효성분 외에도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

과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들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들의 특

성도 수간주입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수용액 pH는 중성이

어야 하며, 침투성 또는 흡착성 보조제가 없고, 전신 이동능

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입 시기, 날씨 및 토양 환경

주입할 때의 환경도 이행과 분산에 매우 중요하다. Byrne

et al. (2014)은 아보카도에 대한 연구에서 잎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수간주입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하였다. 자두와 사

과 연구(Clifford et al., 1987)에서 열매 수확 후에 수간주입

하면 주입물질이 확산에 의해 비활동성 목질부로도 이동하

여 속도도 늦어지고 분산도 불량하였던 반면, 월동 후 발아

직전이나 개화기에 수간주입하면 활동성 물관부로만 이동

하여 수간주입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랐고, 이동과 분산도

좋았다. 그밖에도 Cha et al.(2003), Sánchez-Zamora and

Fernández-Escobar(2000), Tattar and Tattar(2007) 등 많은

연구자들이 생육 초기가 후기보다 수간주입에 더 적합하다

고 하였다. Sinclair and Larsen (1981)은 몇 가지 수종에 대

한 연구에서 특이하게도 6월보다는 9월에 수간주입하였을

때 더 빠르게 주입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

지는 못하였다. 주입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는데 Ugine et al. (2013)은 노르웨이단풍(Acer platanoides)

에 이미다클로프리드를 개엽 초기인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

수간주입 하였을 때가 잎이 완전히 전개한 5월 하순에서 7

월 초순 처리에 비하여 더 빨리 흡수되었으나 개체간 변이가

많아 통계적 차이는 확인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Cowles

et al. (2006)은 솔송나무(Tsuga spp.)림에서 Adelges tsugae

를 방제하기 위하여 이미다클로프리드를 가을에 수간주입한

것과 봄에 수간주입한 것에 효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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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주입은 증산류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수간주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침엽수는 주행성을 보여 한낮에는 기공이 닫히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 아침과 이른 저녁이 수간주입 적

기이다. 활엽수는 해가 비치고 미풍이 있을 때는 다 가능하

나, 더운 여름 한낮에는 기공을 닫으므로 증산류가 약해져

수간주입 속도가 늦어진다. 

토양은 건조하거나 과습하지 않아 기공이 열리는 것을 방

해하지 않을 때가 수간주입에 적당하다. 따라서 토양이 건

조하다면 미리 토양에 관수를 하여 습도가 유지되도록 한

후에 수간주입을 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병해충의 생태적 특성 또한 방제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인이므로 수간주입 시기는 반드시 대상 수목의 생

리적 특성과 대상 병해충의 생태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간주입 방제법을 적용하고

있는 중요 산림해충의 하나인 솔껍질깍지벌레(Matsucoccus

thunbergianae)의 경우 11월부터 익년 2월의 후약충기를 수

간주입 시기로 설정 해 놓고 있는데(KFS, 2019) 이 해충의

우화시기가 지역에 따라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하면(Lee, Unpublished data) 수간주입 시기도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수간주입 방법과 기술 등

수간주입 기술에 따라서도 수간주입 효율은 크게 달라지

는데, 주입압력과 주입공은 흡수 및 분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입압력은 주입시간과 반비례 관계이므로 송백류 등 수

지 분비가 많은 나무에 수간주입할 때 특히 중요하다. 소나

무에서는 주입압력이 클수록 수지 분비가 억제되며 주입 시

간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다(Lee et al., 2014). 하지만 높

은 압력으로 주입하면 주입 시간은 짧아지는 반면, 물관 폐

색, 수피 갈라짐, 형성층 손상, 수피 병반 등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Perry et al., 1991). 

천공 속도, 천공날 모양, 천공 위치, 천공 깊이, 천공각, 천

공 수 등 주입공 특성에 따라서도 주입 효율이 크게 달라진

다(Ferry and Gomez, 2014; VanWoerkom, 2014; Lee et

al., 2017). 저속천공은 고속천공에 비하여 주입공이 상대적

으로 거칠고 목질 부스러기가 남아 유관속계를 차단하기도

한다. 고속천공은 물관부에 마찰이 생기고 그로 인해 흡수

가 감소할 수 있다. 끝이 뾰족한 천공날은 목질부를 깨끗이

파내어 흡수를 증가시킨다(Orr et al., 1988). 주입공은 수간

중심을 향하여 축에 수직으로 뚫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천

공각이 증가할수록 도관조직을 놓치거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Davis, 1991). 

느티나무 수간주입에서 주입공 지름 5 mm와 10 mm를

비교한 결과, 구멍 크기는 주입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Cha et al., 2019), 구멍이 클수록 주입 후 변색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보고도 있다(Cha and Yun, 1995; 1996).

수간주입 종류와 방법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간주입은 처음 시도된 이래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나무와 화합물에 대한 지식이 많아

지면서 나무보호 전문가들은 주입 효율은 높이고 나무에 주

는 피해는 줄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간주입법들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

고 있다.

수간주입은 주입공 크기에 따라 대공주입(macroinjection)

과 소공주입(microinjection)으로 나눌 수 있다(Costonis,

1981). 대공주입은 물관부에 지름 1 cm 이상, 깊이 1~10 cm

으로 큰 구멍을 뚫어 주입하는 것이고, 소공주입은 지름 0.5

cm 이하, 깊이 2 cm 이하인 구멍을 뚫어 주입하는 것이다.

밤나무 줄기마름병과 느릅나무 마름병 발생으로 수간주입이

활성화되었던 20세기 초중반까지는 구멍 크기가 크면 주입

이 더 잘된다는 믿음으로 대공주입이 대세였다(Costonis,

1981).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Shigo 박사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수간주입공으로 인한 목질부 변색 및 부후 피해

를 잇달아 지적하고(Shigo and Marx, 1977; Anderson et

al., 1985) 구멍 크기가 주입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간주입의 주류가 소공주입으로 바

뀌었다(Cha et al., 2003; Sánchez-Zamora and Fernández-

Escobar, 2000; Doccola and Wild, 2012). 

관습적으로 수간주입이란 용어는 물질을 줄기 내부로 전

달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물질을 밀어 넣는 주입, 빨려 들어가거나 흘러 들어가는 흡

수, 그리고 조직 사이에 심어 놓는 삽입(매몰)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주입이란 적당한 용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강제로 조직 내부로 밀어 넣는 것이며, 흡수는 주입공에 채

워진 물질이 물관의 흐름에 편입되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고, 삽입 또는 매몰은 주입하려는 물질을 젤라틴 캡

슐에 담아 물관부에 심어 놓는 방법이다(Lee et al., 2017).

주입과 흡수는 주입물질을 주로 수용액으로 만들어 사용

하며, 몇 시간에서 며칠 이내에 모두 주입되어 약효가 나타

난다. 삽입식 수간주입에서는 용액 대신 가루 또는 입자로

된 물질을 젤라틴 캡슐에 넣어 사용하는데,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지만 오래 지속된다(Tattar, 1989).

주입식은 다시 중력식과 압력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력식은 주입액 용기를 일정 높

이에 매달아 중력에 의해 밀려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압력식은 내부에 압력을 넣은 밀폐용기를 사용하거나 압력

을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입액을 일정 수준의 압

력으로 물관부에 밀어 넣는 수간주입 방법이다. 중력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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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주입할 수 있으므로 주입물질의 농도

가 낮아 약해 발생 우려가 적고, 수관에 고르게 분포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설치가 번거롭고 주입에 걸리는 시간

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압력식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처

리 및 주입 시간도 짧은 것이 강점이지만, 압력식 용기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크지 않아 고농도로 주입하므로 약

해가 발생하거나 분산이 고르게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1950년대에 미국 Mauget사에서 일회용 압력식 수간주입기

‘모제캡슐’을 개발하여 시판한 이래 지금은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사용할 수 있

는 압력식 수간주입기도 여러 종 판매되고 있다. 중력식 수

간주입에서는 관습적으로 대공주입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압력식인 모제캡슐은 생산 당시부터 작은 주입관을 사용하

는 소공주입법을 사용하였다. 지금은 주입기 종류를 막론하

고 대부분 소공주입법을 사용하고 있다.

흡수식은 크고 깊게 뚫은 주입공에 주입액을 채워 자연적

으로 흡수되도록 하거나, 조그만 개방용기에 주입액을 채우

고, 대공주입법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처리는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구멍을 크게 뚫어야 하므로 수간주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나무에 주는 피해가 더 커서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주로 고농도

로 소량을 주입하므로 약해 발생 우려도 크다.

삽입식은 주입물질이 든 캡슐을 조그만 플라스틱 주입용

기 안에 넣어 물관부에 심어 놓는 주입법이다. 천공으로 잘

린 물관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면 캡슐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녹아 나오고 증산류를 따라 물관을 타고 이동한다. 오랜 시

간에 걸쳐 서서히 녹아나오므로 약효 지속기간이 길다는 장

점이 있으나 주입구멍을 크게 뚫어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물질을 나무에 주입할 때 천공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하지 않는 방법, 즉 구멍을 뚫는 방법과 뚫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주입과 흡수, 대공주입과 소공주입 모두 구

멍을 뚫는 방법이다. 구멍을 뚫지 않는 수간주입에서는 속

이 빈 바늘 또는 크고 납작한 바늘을 사용한다. 속이 빈 바

늘을 사용하는 주입법은 대부분 압력식 수간주입이며, 일반

적인 수간주입과는 달리 사부조직으로 물질을 주입하는 방

법도 있다(Gill et al., 1999). 빨대 끝 부분을 납작하게 눌러

칼날 같은 주입관을 사용하는 수간주입법은 칼날을 통도조

직 목재섬유 사이에 때려 박고, 주입액이 든 용기를 연결하

여 약액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으로, 물관을 절단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Doccola and Wild, 2012; VanWoerkom,

2012; Berger and Laurent, 2019). 대공주입법으로부터 시작

하여 소공주입법으로 발전되어 온 수간주입의 역사를 볼 때,

앞으로는 바늘주입법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간주입법은 압력을

가하지 않고 대기압 하에서 중력과 수액의 흐름에 의해 약

액이 주입되는 방식인 중력식 수간주입법이다. 중력식 수간

주입은 주입용기를 위쪽에 매달고 주입관을 수간의 주입구

멍에 연결하여 주입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저농도로

많은 양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생육기에는 수지분비가 왕성

한 송백류에는 수지가 잘 분비되지 않는 겨울에서 이른 봄

에 사용하거나 낮은 압력을 가하는 미세압력식 수간주입법

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소나무 시들음병(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는 천공 후 피펫이나 약제주입기를 이용하여 약제를

천공구멍 속에 채운 뒤 자연적으로 흡수 이행되게 하는 흡수

식과 소공주입인 압력식 수간주입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솔잎혹파리 방제에는 주로 대공주입인 흡수식 수간주입법을

사용하고 있다(KFS, 2014).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및 영

양 공급에는 주로 모제캡슐 수간주입과 흡사한 미세압력식

수간주입법을 사용한다(Lee et al., 2017). 일부 지역에서 벚

나무 응애류 방제에 삽입식 수간주입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간주입 문제점

일반적으로 구과식물은 물관 구조 때문에 속씨식물보다

수간주입이 더 어렵다(Sachs et al., 1977; Reil, 1979). 속씨

식물 물관은 지름이 큰 반면, 구과식물 통도조직은 주로 헛

물관으로 이루어져 구조적으로 통수 저항이 더 크다

(Chaney, 1986). 몇몇 구과식물은 수지를 분비하여 헛물관

과 주입관을 막으며, 이로 인해 수간주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Zillmer et al., 1991; Sánchez-Zamora and

Fernández-Escobar, 2004). 일반적으로 수지분비가 적은 이

른 봄이나 늦가을에는 수간주입이 가능하지만, 일단 수지가

분비되면 송진이 주입관을 막는 것은 물론, 분출된 수지가

주입용기로 역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수간주입이 나무에 해로운 가장 큰 이유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 상처를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입공을 주입상처라

고 부르기도 한다(Tattar, 1989; Perry et al., 1991). 수간주

입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나무의 생리 및 그에 미치는 환

경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수간주입 후 남겨

진 상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다. 커다란 수간주입이나 삽입 상처가 나무를 자극하면 할

수록 주간 내부의 변색기둥은 서로 합쳐져 죽은 목질부 기

둥은 점점 더 커진다(Shigo, 1986). 

주입공은 제대로 아물지 않을 경우 부후가 시작되어 오히

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Cha and Yun, 1995;

Doccola et al., 2011). 나무의 상처 자가치유는 상처 크기가

작고 깊이가 얕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목질부에 구멍

을 뚫으면 물관이 단절된 부분에 공기가 차서 물기둥이 단

절되고 수피가 손상되며 부후, 궤양 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Shigo, 1977; Stipes and Campana, 1981; Anderson et

al., 1985). 물관 공기기둥은 위아래로 확장되어 뿌리까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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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Perry et al., 1991). 실제로 주간 기

부에 20 cm 간격으로 수간주입하였을 때, 활동성 통도계의

20%가 차단되고 수분과 물질 이동이 40% 이상 저지되기도

하였다(Perry et al., 1991). 

주입상처에 대한 반응은 수종과 주입물질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다르다(Tanis and McCullough, 2016). 일반적으로

주입공 주변에는 자체 방어를 위하여 페놀화합물 등이 축적

되어 변색되고, 녹말이 당으로 바뀌어 상처를 구획화하는

방어벽을 만든다(Shigo and Marx, 1977; Shigo, 1986;

Santamour, 1987). 이 단계에서 방어에 성공하지 못하면 부

후가 시작된다. 나무에 상처가 나면 당을 비롯하여 여러 물

질들이 흘러나오므로 그 부분에 새로운 미생물과 해충이 급

속히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나무에 피해가 나

타날 수 있다(Perry et al., 1991; Tsen et al., 2016). 실제로

수간주입공이 부후균 침입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

다(Shigo, 1984; Doccola et al., 2011). 소나무와 밤나무에

서 주입구멍 크기와 물관 변색부 크기 사이에 정의 상관관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ha and Yun, 1995; 1996).

그밖에도 구멍 주변에서는 형성층 생장이 왜곡되거나, 목

질부가 위아래로 갈라지는 현상, 미생물 감염에 의한 수액

누출, 부후, 수피 고사, 궤양, 양분 저장 공간 감소 등의 변

화가 나타난다(Cha and Yun, 1996; Doccola et al., 2011).

이런 변화들은 특히 주입공을 30~45°로 뚫었을 때,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심하게 나타났다(Perry et al., 1991).

나무 상처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면 피해가 심해지고, 부후

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Paraformaldehyde 같은 물질은

수간주입하면 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축방향유조직(axial

parenchyma)을 죽인다. 다른 세포들의 활동을 조절하는 두

뇌 역할을 하는 축방향유조직이 죽으면 방어를 위한 폐색기

작이 파괴되고 목질부에 긴 변색재가 생긴다. 목질부가 죽

으면 나무는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Shigo, 1986). 따라서 나무에 대한 주입물질의 독성도

문제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압력식 수간주입제품을 사용

하지 않으면, 대개 중력식 또는 흡수식 수간주입을 한다. 이

경우 주입구멍을 크고 깊게 뚫는데, 국가에서 발행한 임업

기술핸드북(NIFOS, 2012)에 소개되어 있는 솔잎혹파리 방

제 수간주입에서도 지름 10 mm, 깊이 70 mm 주입구멍을

사용하며, 소나무재선충 방제 수간주입에서도 주입구멍을

지름 6 mm 이상, 깊이 100 mm로 뚫도록 제시하고 있다. 민

간에서 사용하는 수간주입법에서도 구멍 크기를 지름

10 mm, 깊이 40 mm 이상으로 뚫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

유는 주입구멍의 크기가 클수록 주입속도가 빠르고 약액이

잘 전달되며, 특히 수간주입이 필요한 나무들은 대부분 수

관의 상태도 불량하므로 주입구멍이 작을 경우 제대로 주입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송백류의 경우 송진이 나

오기 전에 약액이 빨리 흡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 때

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입구멍을 크게 뚫을 경우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절약

되며 주입하는 약액의 양도 작은 구멍에 비하여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작업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선호하는 방

법이다(Personal communication). 

수간주입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나무 특성을 무시

한 채 수종에 관계없이 대부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

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재선충의 기주가

되는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에 대한 수간주입 방법은 기주

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데(KFRI, 2006) 수간주입

한 약제가 이동 될 수 있는 변재의 구성은 잣나무가 다른

두 수종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편으로 변재의 상대적 비율

은 지역이나 입지 환경, 수종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Lee, Unpublished data) 효율적인 수간주입을 위해서는 처

리 전에 대상지별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방제 설계가 필

요하다. 아울러 수간주입 시 시기와 환경에 따른 충분한 고

려가 있어야 하나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수간주입

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관광지나 국립공원 지역,

보호수 및 골프장과 같은 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 주기적으로 수간주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나무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

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속성이 높은 약제의 처리

나 천공 구멍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의 적용, 천공 깊이

의 최소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솔잎혹파리, 솔껍

질깍지벌레의 예방이나 구제를 위하여 매년 수간주입을 하

고 있지만 방제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개선이나

기초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생활 근린 시설

의 많은 수목류에 대한 환경친화적 방제법으로 수간주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수간주입법 개선, 방

제효과 제고 등에 대한 기본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무건강과 주입 효율을 고려한 수간주입 

방법

수간주입은 최근 30~40년 동안 새롭고 효율적인 주입 장

치 개발과 살균제, 살충제는 물론 생물농약과 영양소 주입

법 개선, 물관이동성 제형 개발 등으로 추진력을 얻고 있다

(Phair and Ellmore, 1984; VanWoerkom,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간주입은 나무에 상처를 남겨 때로는 의도치 않

은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간주입의 핵심은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주입하여 적절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다(Shigo, 1986).

나무의 생리적 특성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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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통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목질부 종류, 즉 무공

재, 산공재, 환공재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물이 이동하는

조직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가장 최근

나이테 1~5개로 물이 이동하는 무공재 수종은 가장 최근 나

이테 1개만 사용하는 환공재 수종보다는 주입구멍을 더 깊

이 뚫어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깊이 5 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무공재 수종 간에도 수종에 따라 변재비율이

다르므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환공재 수

종에서는 주입공 깊이에 따라 주입속도나 양이 달라지는 것

이 아니므로 깊이 1~2 cm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

으며, 깊게 뚫는 경우 오히려 주입효율이 낮을 수 있다

(Chaney, 1986). 또한 물관과 헛물관은 옆 방향으로의 이동

특성이 다르므로 헛물관만 있는 겉씨식물은 속씨식물에 비

하여 주입공 수를 줄여도 비슷한 주입효과를 얻을 수 있다

(Chaney, 1986).

주입구멍의 각도와 방향도 중요한다. 수간주입 후 주입공

구획화와 자기방어를 고려한다면 주입공은 작고 얕을수록

좋으므로 주입구멍 각도는 수평이 가장 좋다. 그러나 실제

로는 주입용기 연결 편리성 및 안정감을 고려하여 수평보다

는 약 20° 정도 아래로 향해 뚫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

선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천공각이 증가할수

록 물관을 놓치거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Davis, 1991). 주입공은 목질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수(정중앙)를 향해 뚫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환공재

수종에서 수피 두께가 충분치 않아 수간주입관을 고정하기

위해 목질부까지 많이 밀어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방향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하여 주입액이 가장 최근 나이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입관 끝부분이 가장 최근 나이

테를 지나가 버리면 주입효율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공재 수종으로는 Pinus 속 소나무류와 잣나무류, Picea

속 가문비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이 있고, 산공재 수종에는

Betula 속 자작나무, 박달나무, Cornus 속 층층나무, Acer

속 단풍나무류, Prunus 속 벚나무류, Liriodendron 속 백합

나무, Alnus 속 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Carpinus 속 서어

나무, 개서어나무 등이 있다. 환공재 수종으로는 Zelkova 속

느티나무, Ulmus 속 느릅나무, Fraxinus 속 물푸레나무,

Quercus 속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

리나무, 굴참나무, 가시나무, 붉가시나무, Castanea 속 밤나

무, Fagus 속 너도밤나무, Castanopsis 속 구실잣밤나무, 메

밀잣밤나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과식물(coniferous species)은 통수 저항이

크고 수지가 분비되기 때문에 수간주입이 어렵다. 따라서

수지가 분비되기 전에 약액이 먼저 주입될 수 있도록 주입

시기를 잘 선택하고 압력식으로 주입속도를 높이면 수간주

입이 가능하다. 수지 점도를 낮추는 물질을 주입액과 함께

주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간주입으로 인한 부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제가

충분히 주입될 수 있는 조건 내에서는 주입구멍을 가능한

한 적고, 작고, 얕게, 그리고 지표면 부분에 만들어 나무가

스스로 치유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Sánchez-Zamora and Fernández-Escobar (2000)는 지름

3 mm 주입공은 조건에 따라서 주입속도 변이가 심했으나

4 mm와 6 mm에서는 모든 시험 수종에서 48시간 안에 처리

액 대부분이 주입되었다고 보고하면서 나무의 상처치유 등

을 고려할 때 지름 4 mm 주입구멍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

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주입속도와 분산에 차이가

없다면 작은 주입구멍을 사용할수록 나무의 건강에는 도움

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주입구멍은 수피와 형성층에 날이 잘 선 천공기로 깨끗하

고 매끈하게 뚫고, 내부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Phair and Ellmore, 1984). 특히 고속으로 구멍을 뚫을

경우 마찰열로 통도조직을 손상하여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Orr et al., 1988).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수간주입과 같이 대규모의 수간주입에서는 마

찰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 천공 작업 후 드릴 날을 교체하거나 하는 현장

중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주입구멍 위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관부를 택하여

야 하며, 이미 사용했던 구멍이나 옹이, 상처 등의 위, 아래

에는 주입을 하지 않는다. 차후 주입할 구멍의 위치도 생각

하여야 한다. 한 생육기가 지난 후 구멍을 점검하며 아직 아

물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수간주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Shigo, 1986).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은 관광지나

보호수와 같이 2~3년 주기로 수간주입 처리를 해야 하는 경

우 충분히 고려하여 수간주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수간주입은 수액이동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시기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증산이 잘될 때 해야 하므로 생육기 중 미풍

이 있는 맑은 날 오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단, 침엽수는

주행성을 보여 낮에는 기공을 닫으므로 이른 아침과 이른

저녁이 수간주입 적기다. 활엽수, 침엽수 모두 더운 여름 한

낮은 기공 닫으므로 수간주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토양은

건조하거나 과습하지 않아야 하며, 건조하면 미리 관수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주입물질 특성도 중요하다. 수용성물질이 유제보다 더 효

율적으로 이동되므로 수용성이 좋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분

산된다(VanWoerkom et al., 2014). 용해도 역시 흡수와 이

동에 매우 중요하며(Percival and Boyle, 2005), 엽면살포용

제형이 반드시 주입공을 통한 통도계 이동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Coslor, 2017). 나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균제,

살충제의 주제와 부제 모두 나무에 대해 독성이 없는 것으

로 선발하여야 하며, 이동성이 좋은 제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소량으로 약효를 보이며 지속성이고 침투이행성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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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용성이면 더욱 적합하다.

결 론

나무줄기의 통도계로 약액을 집어넣는 수간주입은 대기

중 분무법이나 토양관주법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 처리법으

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특히 도시지역 병해

충 방제에 적합하다(VanWoerkom, 2012). 하지만 수목의 해

부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그리고 수목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다면 수간

주입은 나무에 상처를 남겨 때로는 의도치 않은 피해를 일으

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수간주입이란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

한 곳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처리하려는 수목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른 수분이동 생리

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특성에 맞도록 주입구멍

을 뚫어야 한다. 또한, 주입구멍은 나무에 주는 피해를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뚫어야 하며, 주입효율이 좋은 부위를 선

택하여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나무 안에서 물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생육기가 좋으며, 증산이 최고로 이루어질 때 수

간주입 효율도 최고에 이른다. 주입하는 물질의 약리적 또

는 영양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

수목 내부에서 이동이 결정되므로 수간주입 효과 제고를 위

해서는 제형과 보조성분들의 특성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바늘형 수간주입기도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다양한 수간주입기와 수간주입용 제

형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

용들에 입각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간주입한다면 나무에 주는 부담을 줄이면서 더 좋은 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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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구조와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간주입법 개선 방안

차병진1*·한상섭2·김기우3·김동수4·이동운5**

1충북대학교 식물의학과, 2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3경북대학교 생태환경시스템학부, 
4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5경북대학교 질병매개곤충학과

요 약 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고 다양한 물질을 물관부로 주입하여 수관으로 직접 전달하는 수간주입은 뿌리가 부

실한 나무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외선에 의한 물질분해가 없으며, 기상의 영향도 받지 않아 효과가 오래 지속

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 생활권 수목 관리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목 해부학적 특성

과 수목 생리 및 환경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시행한다면 수간주입은 나무에 상처를 남겨 오히려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간주입의 효과를 향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상의 수간주입은 적절한 물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수간주입에서 물질 이동은 나무 증산류에 의존하므로 수목의 통도계 구성요

소와 분포에 따라 주입공이 달라야 한다. 나무 증산은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증산이 활발한 환경조건

하에서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공은 나무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뚫어야 하며, 수간에서 활력이 좋은 부

위를 선택하여야 한다. 주입물질은 약산성이고 수용성과 이행성이 좋아야 하며, 제형과 보조성분들의 특성도 매우 중

요하다. 주입공은 가능한 한 작고 얕게 뚫어야 한다. 최근에는 주입공이 필요 없는 다양한 수간주입기와 수간주입용

제형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주입하고자 하는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간주입하면 나무에 주는 부담을 줄이면서 더 좋은 처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부후, 주입공, 증산, 수간주입, 목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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