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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법 중 임업적 방제법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생간벌, 간벌, 어린소나무 가꾸기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야외 그물망 케이지에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솔수염하늘

소를 방사하였다. 대조구, 위생간벌, 간벌 처리구 모두에서 공시목의 50% 이상이 고사되었으며, 처리구 간에는 유의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처리구 내 방치한 숲가꾸기 산물이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

다. 어린 소나무림 가꾸기의 경우 산물을 방치한 처리구가 공시목의 고사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산물을

케이지 밖으로 들어낸 처리구와 숲가꾸기를 하지 않고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을 방사한 처리구에서는 10% 내외의 고

사율을 나타내었다. 솔수염하늘소 우화 당년도인 4월에 위생간벌, 간벌을 실행한 장령목의 벌근에서는 솔수염하늘소

의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으나,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당년도인 5월에 숲가꾸기 한 어린나무의 벌근에서는 유충이 출

현하였다. 본 실험 결과, 장령 소나무림과 어린소나무림 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만연하고 있는 임분의 경우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 당년도인 4월과 5월에 실행한 숲가꾸기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제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방치한

숲가꾸기 산물은 오히려 소나무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pine wilt disease by health-thinning, thinning

and sapling tending in red pine forest (Pinus densiflora). As a part of developing forestry control methods for

pine wilt disease control. In case of putting in pine sawyer (Monochamus alternatus) with pine wood nematode

(Bursaphelenchus xylophilus), the specimen trees in health-thinning, thinning and control treatment were

withered more than 50%, although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reatments. In treatment

site, thinning slashes had influenced on the spread of pine wilt disease (experiment 1). In thinning stand of

sapling pine, site with thinning slashes had highest mortality (> 90%). There were approximately 10% mortality

in the site of carried thinning slashes from case and the site of non-thinning with released M. alternatus

(experiment 2). The larvae had not appeared in young tree stump with health-thinning and thinning at April, the

current emergence year of M. alternatus, but there were larvae in sapling tree stump with thinning at May, the

current emergence year of M. alternatus. In case of stands with infected young and sapling tree by pine wilt

disease, there is no effects of on pine wilt disease control by health-thinning, thinning, saplings tending at April

and May, the current emergence year of M. alternatus, and leaved thinning slashes had influenced on the spread

of pine wilt disease as habitation of M. alternatus.

Key words : forestry control methods, pine wilt disease, Monochamus alternatus, health-thinning, thinning, sapling tending

서 론

숲가꾸기(위생간벌, 간벌,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의

목적은 대상수종의 형질 개선과 생장촉진 외에 산불, 풍

해, 설해, 한(寒)해, 한발(旱魃)의 해 등 자연재해 예방과

종다양성 보전 및 각종 병충해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임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임경빈 등, 1991; 현신규

등, 1975; 稻田哲治와 前藤 薰, 2008).

숲가꾸기의 이러한 효과 때문에 소나무와 곰솔(이하 소

나무림으로 약기함)의 경우 만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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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화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생물적

방제법의 개발 외에 임업적 방제방법 즉, 숲가꾸기를 통

한 간접방제법의 개발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나무재선충병은 2차성 병해이므로 방제 이

전에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방제법이다(奧野孝夫 등, 1977), 소

나무림의 숲가꾸기는 솔수염하늘소 밀도제어 외에 재선

충병 피해목의 조기발견,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의 효과 증

진 및 벌도구제(伐倒驅除) 작업시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岸 洋一, 1988), 숲가꾸기에 의한 병충해 방제효

과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큰 효과가 나

타난다(임업연구원, 199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밀도를 낮출 수 있도

록 피해확산 우려지역의 고사목, 피압목을 제거한다(산림

청, 국립산림과학원, 2004), 하층식생의 적정한 관리가 하

늘소류의 서식에 영향을 미친다(田哲治 등, 2006), 소나무

치수림(수고 2~3 m) 가꾸기의 경우 솔수염하늘소 방사 당

년도인 2월 중순, 3월 중순, 3월 하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산물과 솔수염하늘소 방사 전년도인 10월에 숲

가꾸기 한 산물을 한 케이지에 넣었을 경우에는 당년도인

2월 중순, 2월 하순 산물과 전년도인 10월 중순 산물에서

는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출현하지 않았으나 독립적으

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이들 산물에서 유충이 다수 출현

하였다(전권석 등, 2010), 솔수염하늘소가 서식처로 이용

할 수 없는 숲가꾸기 하한(下限) 시기는 솔수염하늘소 우

화시기로부터 18개월 전이다(홍성천 등, 2010)는 등의 연

구가 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이 만연하고 있는 임분

내에 있어 숲가꾸기 종류(위생간벌, 간벌, 어리나무가꾸기)

Figure 1. Photos indicates experiment process. (A) is outdoor mesh tent of experiment 1 (10 m×10 m×10 m), (B) is outdoor mesh

tent of experiment 2 (2 m×2 m×2 m), (C) is larva of Monochamus alternatus (Experiment 1), (D) is larva of M. alternatus

emerged at stamp os sapling (Experiment 2), (E) is the result of treatment 1 (Experiment 2), (F) is the result of treatment 2
(Experi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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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나무재선충병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법 중 임업적 방

제법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만연

하고 있는 임분 내에 있어 소나무림의 숲가꾸기가 소나무

재선충병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1

실험 1은 위생간벌(처리1-쇠약목, 고사목 제거 및 건전

목에 있는 고사지 제거), 간벌(처리2-위생간벌 외에 건전

한 임목의 밀도조절을 위하여 경쟁목을 제거)이 소나무재

선충병의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진주시험림의 소나

무림(평균수고 10 m, 평균흉고직경 10 cm)에 3개의 대형

야외 그물망(크기; 10 m×10 m×10 m)을 설치하여 3가지

방법의 처리를 실시하였다(그물망 투과율 전광의 70%임).

2007년 6월 중순, 각 처리구에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하고

있는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을 10쌍씩을 방사하였으며, 2007

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공시목의 고사경과를 관찰하

였다. 관찰과정은 남부산림연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센

터의 지침에 따라 2007년 10월과 2008년 7월에 야외 그물

망 내에 방치해 둔 숲가꾸기 산물과 벌근에 출현한 목설(木

屑), 산란흔, 유충침입공 및 성충탈출공을 조사하였다.

2. 실험 2

실험 2는 어린소나무림 가꾸기가 소나무재선충병 제어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경남 진주

시 지수면 방어산 임도변에 위치한 어린소나무림(수고1~2

m, 지접부 직경 1~3 cm)을 대상으로 4개의 야외 그물망

(크기 2 m×2 m×2 m)을 설치하여 4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다. 처리1은 어린나무 가꾸기를 한 후 숲가꾸기 산물

을 야외 그물망 밖으로 들어낸 후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을

방사하였으며, 처리2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한 후 야외 그

물망 내에 숲가꾸기 한 산물을 존치시킨 후 솔수염하늘소

의 성충을 방사하였다. 처리3은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지

않고(비어린나무가꾸기) 솔수염하늘소 성충을 방사하였

으며, 처리4는 대조구로써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지 않고

솔수염하늘소 성충도 방사하지 않았다. 2008년 6월 중순

각 처리구에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하고 있는 솔수염하늘

소의 성충을 2쌍씩 방사하였다(솔수염하늘소 성충은 경상

북도산림환경연구원 제공). 2008년 10월과 2009년 7월, 실

험 1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목의 고사본수, 방치한 숲가꾸

기 산물과 벌근에 출현한 솔수염하늘소의 유충 수와 성충

의 탈출공 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위생간벌, 간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제어에 미치는

영향(실험 1)

Table 1은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솔수염하늘소의 방사

가 무처리(대조구), 위생간벌처리(고사목, 쇠약목, 피압목,

건전목의 고사지제거), 간벌처리(고사목, 쇠약목, 피압목,

건전목의 고사지 및 생가지 일부제거, 경쟁목 일부 제거)

내의 공시목에 미치는 고사경과시기와 누적 고사목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고사경과시기를 살펴보면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고사목(수관의 일부 및 전체

고사)이 출현하고 있으나 전체 고사목 15그루 중 90% 이

상인 13그루가 9월 중에 고사하였다. 처리구 간의 고사 경

과 패턴은 유사하였다. 재선충병 발생지의 입지여건에 따

라 1년 1세대 또는 2년 1세대에 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五十嵐正俊, 2007; 小林富士雄, 1982; 김동수 등, 2002; 정

영진 등, 2001) 본 실험에서는 1년 1세대가 대부분이었다.

3 처리구 모두에서 공시목의 50% 이상이 고사되었으며

처리구 간의 누적 고사 비율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2).

공시목의 고사율은 솔수염하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재

선충의 보유수와 처리구 내에 방사한 솔수염하늘소의 수

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면(小林正秀 등,

2007; 遠田暢男와 原, 1982; 小林一三 등, 1975; 松原,

1979) 실험 조건에 따라 고사목 수와 고사목 누적 확률에

Table 1. Effects on withering of specimen trees by releasing M. alternatus with pine wood nematode at control, health-thinning,
thinning treatments. 

Treatment

Nomber of 
healthful 
specimen 
tree per 10

Standard size of 
specimen tree

(average)

The time period of wither (survey date)
(a part of crown/whole of crown) Accumulated 

number of 
withered tree

Accumulated 
ratio of withered 

tree (%)Height
(m)

DBH
(cm)

07.
08.19

07.
09.20

07.
10.22

07.
11.24

07.
12.20

08.
02.20

Control 12 10.0 10.0 1/1 2/3 0/5 0/5 1/5 1/5 6 50

Health-thinning 8 10.0 10.0 0/1 2/2 0/4 0/4 0/4 0/4 5 62

Thinning 5 10.0 10.0 0/1 1/3 1/3 1/3 1/3 1/3 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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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은 처리별로 숲가꾸기 시 발생한 산물의 종류가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위

생간벌 처리구의 경우 쇠약목의 간재와 생가지에서 유충

의 침입공과 성충의 탈출공이 출현하고 있으나, 고사지와

벌근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간벌 처리구의 경우 위생간

벌 처리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건전목의 간재와 생가지에

서 유충의 침입공과 성충의 탈출공이 출현하였으나 건전

목의 고사지와 벌근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Table 4는 위생간벌과 간벌의 처리구 간 방치해 둔 숲가

꾸기 산물의 종류 간에 나타난 유충의 침입공과 성충의

탈출공 수의 두 처리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t-검정한 결

과 유의성(유의수준 5% 이내)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와 Table 6은 위생간벌과 간벌 처리구 내에 숲가꾸기 산

물의 종류 간에 있어 성충 침입공과 성충 탈출공 수의 두

처리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F-검정한 결과, 위생간벌 처

리구에서는 쇠약목의 간재와 생가지 간에는 유의 수준 5%

내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벌 처리구에서는

간재와 생가지 간에서도 유의수준 5% 내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두 처리구 간에 방치한 숲가꾸기 산물

의 종류 간에 있어 쇠약목, 건전목의 간재와 생가지에서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침입공과 성충탈출공이 출현하고 있

Table 2. Accumulated probability of specimen tree withered at control, health-thinning, thinning treatment.

Trearment Type of withering
The time period of Withered tree (survey date)

07.08.19 07.09.20 07.10.22 07.11.24 07.12.20 08.02.20

Control (N=12)
A part of crown .083 .250 .250 .250 .333 .333

Whole of crown .083 .250 .417 .417 .417 .417 

Health-thinning (N=8)
A part of crown .000 .250 .250 .250 .250 .500 

Whole of crown .125 .250 .500 .500 .500 .500 

Thinning (N=5)
A part of crown .000 .200 .200 .200 .200 .200 

Whole of crown .200 .600 .600 .600 .600 .600 

Table 3. Effects on habitation of M. alternatus by thinning methods

Treatment Kind of thinning slashes
Specimen 
tree(ea.)

Size of specimen tree(ave.) Habitation condition(ea.)

Length
(m)

Diameter
(cm)

Wood 
crumb

Oviposition 
trace

Adult 
entrance 

hole

Adult 
emergence 

hole 

Health-thinning

Weakness
tree

Stem 10 1.2 10.0 0 2 2 1

Living-branch 10 1.3 3.5 0 1 1 1

Dead-branch 10 1.2 2.7 0 0 0 0

*Stump 5 0.10~0.15 10~15 0 0 0 0

Total 0 3 3 2

Thinning

Soundness
tree

Stem 10 1.4 10.0 0 1 1 1

Living-branch 10 1.3 3.0 1 2 2 2

Dead-branch 10 1.0 2.8 0 1 0 0

*Stump 8 0.05~0.10 1~3 0 0 0 0

Total 1 4 3 3

*Length indicates the height of stump.

Table 4.  Significance level on habitation of M. alternatus by thinning slashes of health-thinning and thinning treatment.

Treatment N Habitation condition Average t-value Significance level

Thinning slashes of health-thinning 30 Wood crumb 
(N=60)

.00
-1.000 .321

Thinning slashes of thinning 30 .03

Thinning slashes of health-thinning 30 Oviposition trace
(N=60)

.10
-.396 .694

Thinning slashes of thinning 30 .13

Thinning slashes of health-thinning 30 Adult entrance hole
(N=60)

.10
.000 1.000

Thinning slashes of thinning 30 .10

Thinning slashes of health-thinning 30 Adult emergence hole
(N=60)

.07
-.460 .647

Thinning slashes of thinning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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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고사지에서는 출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사한지

오래된 숲가꾸기 산물은 신선한 숲가꾸기 산물에 비교하

여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을 유인하는 안식향산 등 휘발성

물질의 발산이 적다는 선행연구 결과(小林正秀, 2007. 島

根懸, 1996)와 시기별 숲가꾸기 산물을 조합하여 한 케이

지 내에 방치한 경우 솔수염하늘소 우화 시기로부터 오래

된 산물일수록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로 이용되지 않는

다(홍성천 등, 2010, 전권석 등, 2010)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실험 1을 통하여 한가지 분명한 결과는 소나무재

선충병이 만연하고 있는 장령소나무 임분의 경우, 솔수염

하늘소 우화 당년도인 4월에 실행한 위생간벌과 간벌이 소

나무재선충병의 제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시하

고 있으며 숲가꾸기 산물을 방치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어린소나무림 가꾸기가 소나무재선충병 제어에 미치는

영향(실험 2)

Table 7은 처리별 어린나무가꾸기가 소나무재선충병 제

어에 미치는 결과로서 처리 1(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한 산물제거, 솔수염하늘소 성충 방사), 처리 2(어린나무

가꾸기, 숲가꾸기한 산물존치, 솔수염하늘소 성충 방사),

처리 3(비어린나무가꾸기, 솔수염하늘소 성충 방사), 처리

4(비어린나무가꾸기, 솔수염하늘소 성충 비방사)에 있어

4가지 처리구별 고사목 본수를 비교해 보면, 처리 2의 경

우, 잔존본수 20본 중 90.0%인 18본이 고사하여 타 처리

구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리 1과 처리 3의 잔존

본수 17본, 21본 중 고사목은 각각 2본으로 나타났으며,

처리4에서는 고사되어진 본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처리2

의 18본의 고사목 중 1본과 방치한 숲가꾸기 산물 10개

중 1개에서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각각 1마리씩 출현하였다.

 처리 1과 처리 2의 그루터기 18개 중 처리 2의 그루터

기 1개에서 유충이 출현하였다. 처리 1과 처리 3에서 고

사목이 2본씩만 출현한 것은 솔수염하늘소 방사 당년인

2008년 6월~7월에 성충이 후식할 때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하였으나, 산란을 할 만한 숲가꾸기 산물이 없는 등

솔수염하늘소의 서식환경이 부적합하였기 때문에 유충으

로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5. Significance level on habitation of M. alternatus by kinds of thinning slashes in health-thinning treatment.

Habitation condition
 Stem of weakness 

tree (N=10)
Living branch of 

weakness tree (N=10)
Dead branch of 

weakness tree (N=10)
F-value

Significance 
level

Wood crumb - - - - -

Oviposition trace .20 .10 .00 1.08 .354

Adult entrance hole .20 .10 .00 1.08 .354

Adult emergence hole .10 .10 .00 .50 .612

Table 6. Significance level on habitation of M. alternatus by kinds of thinning slashes in thinning treatment.

Habitation condition
 Stem of thinning tree

(N=10)
Living branch of

thinning tree (N=10)
Dead branch of

 thinning tree (N=10)
F-value

Significance 
level

Wood crumb .00 .10 .00 1.000 .381

Oviposition trace .10 .20 .10 .265 .768

Adult entrance hole .10 .20 .00 1.080 .354

Adult emergence hole .10 .20 .00 1.080 .354

Table 7. Effects on withering of sapling and habitation of M. alternatus by Saplings tending treatments.

 Treatments
Factor

Treatment 1 Treatment 2 Treatment 3 Treatment 4

Total number of growth tree 25 30 21 23

Number of removal tree 8 10 - 0

Number of remain tree 17 20 21 23

Number of withered tree 2 18 2 -

Number of survival tree 15 2 19 23

Number of detected thinning slashes with larva - 1 - -

Number of adult emergence hole on withered tree - 1 - -

Number of detected larva on byproduct of forest tending(10 ea.) - 1 - -

Number of stump 8 10 - -

Number of detected stump with larva - 1 - -

Number of adult emergence hole on cutting tre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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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은 처리별 어린나무가꾸기의 고사확률과 고사확

률도를 나타낸 것이다. 처리 2(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한 산물존치, 솔수염하늘소 성충 방사)가 공시목에 미친

고사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는 솔수염하늘소 우화 당년도인 2009년 4월~6

월까지에 숲가꾸기한 산물 중 직경(길이 1 m, 직경 1~2

cm)이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

으로 중앙 직경 0.8 cm에서 2.6 cm까지에서 유충이 출현

하고 있었다. 1.8 cm이상에서 39마리, 1.3~1.7 cm에서 24

마리, 0.8~1.2 cm에서 12마리가 출현하였다. 이들 유충이

성충으로 발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충 침입

공이 있는 시료목 20개(길이 1 m, 중앙직경 1~2 cm 내외)

를 별도의 야외 그물망(1 m×1 m×1 m)에 처리하여 2010

년 8월에 성충의 탈출공 수를 조사하였으나 출현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결과 직경 2 cm이상의 가지에서 유충이

서식한다는 선행 연구(小林正秀와 野崎, 2007; 森林防疫,

2005)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실험 2의 처리별 어린나무가꾸기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제어에 미친 영향을 요약해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만연

하고 있는 어린나무 임분 내에서 5월 하순에 실행한 어린

나무가꾸기는 소나무재선충병 제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았으며 방치한 산물은 오히려 소나무재선충의 매개

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유인하는 경향이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만연하고 있

는 어린나무림의 경우 숲가꾸기를 실행할 시에는 반드시

숲가꾸기 산물을 제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小林正秀와

野崎, 2007; 小林富士雄, 1982; 井戶規雄, 1972; 竹下,

1980).

결 론

실험 1과 2의 결과를 요약하면 장령 소나무림이던, 어

린소나무림이던 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만연하고 있는 소

나무 임분에 있어 솔수염하늘소 우화 당년도인 4월과 5월

에 실행한 위생간벌, 간벌, 어린나무가꾸기가 소나무재선

충병 제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방치한 숲가꾸기 산

물은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본 실

험의 결과와 소나무재선충병은 2차성 병해이므로 방재 이

전에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가장 뛰어난 방제법이다(奧野孝夫 등, 1977), 소

나무림 숲가꾸기는 솔수염하늘소의 밀도제어 외에 재선

충병 피해목의 조기발견,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의 효과 증

진 및 벌도구제(伐倒驅除) 작업시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岸 洋一, 1988), 숲가꾸기에 의한 병충해 방제효

과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큰 효과가 나

타난다(임업연구원, 1991),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위하여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밀도를 낮출 수 있도

록 피해확산 우려지역의 고사목, 피압목을 제거한다(국

립산림과학원, 2004)는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소나무재선충병을 제어함과 동시에 숲가꾸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할 대상임분이 우선 소

나무재선충병이 만연하고 있는 임분인지, 피해확산 우려

임분인지, 청정임분인지를 판정한 다음 재선충병의 확산

속도와 방재수준을 고려하여 소나무숲가꾸기를 실행할

지의 여부, 숲가꾸기 시기의 결정 및 숲가꾸기 한 산물

의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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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umbers of detected larvae by the midd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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