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분매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생태학적 네트워크 이

론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

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Hannon, 1973; Fath et al., 

2007; Lee et al., 2018). 생태학적 네트워크 이론을 통하여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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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linators are not only crucial for plant reproduction, but also important for crop production. These pollinators are 

affected by the diversity of plants within orchards. Thus,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blooming on the ground cover on pollinator

diversity, network, fruiting rates and subsequent apple size during harvest season in apple blooming period. Total ten orchards were 

selected; Five with ground covered mostly by dandelion while the another five without ground cover. The orchards with dandelion 

bloom showed 16 pollinator groups and 801 pollination network interaction, while 14 pollinator groups and 589 interaction were found

from orchards without ground cover blooms. es. Overall pollinators’ abundances were not different. But bumble bees and caliphorid flies

were more abundant in orchards with ground cover blooming. There was no significant in fruiting rates, but the apple size was 

significantly bigger in orchards with ground cover. These results may indicate that blooming on the ground cover during apple flowering

season would increase pollinator diversity and influence fruit quality later on in apple orchards, and pose importance of floral diversity

for sustainable apple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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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화분매개는 속씨식물 번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분매개 곤충은 식물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한다. 사과원 내 식물 다양성은 과수와 주변부, 그리고 하부 식생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는 사과꽃 개화기에 서양민들레 등 초생이 피복된 사과

원과 초생이 없는 과수원에서 화분매개자의 다양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결실률과 생산된 과실의 크기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소

재 각 5개의 사과원에서 2020년 4월 사과 개화기에 이루어졌다. 사과와 같은 시기 개화하는 초생은 민들레가 우점이었다. 두 사과원 유형에 따른

꿀벌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 풍부도 및 검정파리류와 뒤영벌류의 풍부도는 초생 피복 사과원에서 높았다. 민들레 피복 사과원에

서 화분매개자 16 그룹과 801개 상호작용이, 초생 제거 사과원에서는 화분매개자 14개 그룹과 589개 식물-화분매개자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또한, 초생 피복 사과원의 수확기 사과 크기가 더 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양민들레 등 초생 피복은 봄철 화분매개자의 다양도를 증가시킬 수 있

고, 수확기 과수의 크기에 긍적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과원 경관관리를 위한 초생재배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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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교호작용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Memmott et al., 2004: 

Monotoya et al., 2006; Olesen et al., 2007). 그러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인다. 

화분매개자는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한다(Ebeling et 

al., 2008). 이들의 증가는 작물의 수정에 영향을 주고 수정률은 

결국 결실률로 이어지게 된다(Garibaldi et al., 2011). 이를 통

해 Garcia and Minarro (2014)와 Norfolk et al. (2016)에서는 

작물재배지 주변 꽃피는 잡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Garcia and Minarro (2014)에 따르면 화분매개자뿐만 아니라 

천적의 기능을 갖는 곤충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화분매개자의 개체수와 풍부도는 조금씩 감소하

는 추세이다(Kovacs-Hostyanszki et al., 2017). 효율적인 작물

생산과 편리한 농지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토지이용, 단일작물

재배, 농약사용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Kovacs-Hostyanszki 

et al., 2017; Bennett et al., 2020; Pardo and Borges, 2020). 특

히, 하층 식생 관리강도가 높은 단일작물재배는 식물 다양성 감

소를 일으키고, 화분매개자의 먹이 및 서식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화분매개자의 감소는 식물의 번식에 악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과실 생산율에 매우 치명적일 수있다(Garcia and Minarro, 

2014; Cunningham, 2000; Bennett et al., 2020; Pardo and Borges, 

2020). 대부분의 식물-화분매개자 간 다양성의 강도와 복잡성

이 상호 구조적 관계로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Carvalheiro et 

al.,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다양성을 높이려는 초생 재

배법에 대한 농가의 인식은 매우 저조하다. 과수원에서 재배되

는 작물과 야생 식물과의 화분매개자 경합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문제는 실험을 통해 적합한 식물들

이 제안되고 있다(Lundin et al., 2017).

사과(Malus domestica Borkhausen)는 전세계에서 2018년 

기준 연간 생산량이 약 86.14 백만톤이고, 지구상 세번째로 많

은 수확량을 나타내는 작물이다(Shahbandeh, 2020). 국내에서

는 2018년 기준 연간 사과 생산량이 48만톤으로 전 세계 약 

0.6%를 차지한다(Statistics Korea, 2018). 사과는 자가수분으

로 인한 결실률이 상당히 낮은 작물로 화분매개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Lee et al., 2008; Pardo and Borges, 2020). 이러한 

화분매개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식물로써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Weber)도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 서양민들레는 유

럽 원산으로 국화과(Compositae)의 여러해살이풀이디. 외래잡

초 중 4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밭이나 과수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et al., 2017). 또한, 다른 잡초들과 

달리 많은 꽃을 개화하는 뚜렷한 장점이 있어 화분매개자의 유

인 식물로써 가치가 높다.

사과꽃과 화분매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80년

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당시 주요 연구로 직접 손으로 하는 

인공수분보다 화분매개충을 이용한 효율적 화분매개에 관심을 

쏟았었다(Jeong and Choi, 1988; Oh et al., 1989). 이후 2000년대

에 들어서 꿀벌류를 포함한 다양한 화분매개자에 관심을 갖게 된

다. Lee et al. (2000)은 사과원에서 사과꽃 개화기 동안 나타나는 

화분매개 곤충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화분매개자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꿀벌류 이외에도 기타 방화곤충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와 함께 방화곤충의 단순한 구조뿐만 아니라 화분매개 활동

의 특성이나 효과, 이용현황 및 경관 유형에 따른 화분매개자들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Lee et al., 

2003; Lee et al., 2008; Lee et al., 2009; Lee et al., 2010; Yoon et 

al., 2012, Yoon et al., 2013; Lee et al., 2016). 그러나 계속되는 과

도한 농약의 사용 및 토지이용 강도의 증가로 꿀벌을 포함한 야생 

화분매개곤충 감소 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약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데, 이미 국내에서는 80년대부터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Choi et al. (1989)에서는 꿀벌류가 농약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사과, 배 등의 과수원에서 그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alatayud-Vernich et al. (2016)에 

따르면 과수원에서 작물의 개화기에 꿀벌의 농약 중독 및 사망률

의 증가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농약의 사용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화분매개자 보호 및 작물 생산

량 증가를 위해 현재까지도 국내외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Cunningham, 2000; Klein et al., 2006; Jauker and 

Wolters, 2008; Garcia and Minarro, 2014; Garratt et al., 2014; 

Bennett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과원 초생 서양민들레의 피복이 사과-

화분매개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화

분매개자의 다양도 및 이후 결실률과 사과 품질의 결과가 어떠

한지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

조사는 2020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사과꽃 개화기 동

안 수행되었다. 대상 사과 품종은 부사로 하였다.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에 위치한 사과원에서 하부 식생에 서양민들레(T. 

officinale)가 피복된 사과원 5곳과 하부 식생층에 모든 피복 식

물을 제거한 사과원 5곳, 총 10곳의 사과원을 지정하였다(Table 

1). 초생 피복 사과원 선정은, 사과원에 방문하여 10개의 1 m × 

1 m 방형구를 무작위로 설정한 뒤 면적의 50% 이상을 피복 하

는 경우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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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매개자 조사

사과꽃 개화기에 각 사과원에서 나타나는 화분매개곤충상

을 조사하였다. 사과원 한 곳당 무작위로 10그루의 사과나무를 

설정하고 한 명당 5분씩 다섯명이 사과꽃에 방화하는 화분매개

자를 기록하였다. 사과꽃 개화기동안 사과원 한 곳당 5회씩 총 

50회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비가 오지 않는 날 일 중 오전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 무작위로 사과원에 방문하였다. 분류 동정이 

어려운 경우 포충망으로 포획 후 실험실에 가져와 분석하였다.

대상 화분매개자는 4개의 주요 큰 그룹으로 나누고, 각 4개

의 그룹에서 다시 5 ~ 6개의 그룹으로 세분하였다(Table 2). 주

요 화분매개자로는 벌목, 파리목, 딱정벌레목으로 하였고 벌목

에서는 꿀벌류(Apis sp.)를 포함한 뒤영벌류(Bombus sp.) 등 7

그룹, 파리목은 꽃파리과(Anthomyiidae) 등 7그룹, 나비목은 

긴수염나방과(Incurvariidae) 등 5그룹, 딱정벌레목은 병대벌

레과(Cantharidae) 등 5그룹으로 하였다. 

화분매개자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도(Pielou, 1975)

와 우점도(McNaughton, 1967), 균등도(Pielou, 1975), 풍부도

(Margalef, 1958)를 계산하였다. 이후, 초생 피복 사과원과 초

생 제거 사과원에서 나타나는 화분매개자 비율에 대해 계산하

였다.

화분매개자 네트워크 분석

각 사과원에서 나타나는 화분매개 네트워크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초생 피복 사과원과 초생 제거 사과원에서 나타나는 화

분매개 네트워크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R software 4.0.2 

bipartite package를 사용하였다(R Development Core Team, 

2020). 각 화분매개 네트워크 지수는 귀무모형(null model)을 

만들어 비교하였다. 해당 모델은 1,000회 반복하고, 95% 신뢰

구간을 설정하여 2.5%와 97.5% 내에서 추정치를 설정하였다. 

주요 지수로는 Connectance, Generality, Linkage density, Links 

per species, Vulnerability가 있다. Connectance는 네트워크에

서 가능한 모든 연결 중에서 실제로 형성된 비율인데, 여러 네

트워크 구조적 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중요 지수이다. Generality

는 화분매개자 종당 사과원에 가중된 평균 수이며, Vulner-

ability는 사과원별 가중된 평균 방문 화분매개자 종 수인데, 상

호작용하는 종끼리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지수가 될 수 

Table 1. Geographical coordinates and area of ten apple orchards in Giran, Andong, Korea

Ground cover Latitude Longitude Area (m2)

Yes

T1 36.3923 128.9321 7,739

T2 36.3963 128.9299 14,851

T3 36.4368 128.9122 13,286

T4 36.4417 128.8980 2,245

T5 36.4554 128.8938 3,223

No

C1 36.4489 128.8991 2,934

C2 36.4577 128.9005 8,642

C3 36.4281 128.9136 6,804

C4 36.4134 128.9243 9,090

C5 36.4427 128.9009 3,052

Table 2. Targeted morphological groups of pollinators investigated in this study

Hymenoptera Diptera Lepidoptera Coleoptera

Andrenidae Anthomyiidae Adelidae Cantharidae

Apis sp. Bibionidae Lycaenidae Cerambycidae

Bombus sp. Calliphoridae Nymphalidae Cetoniidae

Normada sp. Platystomatidae Pieridae Oedemeridae

Megachilidae Sciomyzidae Sphingidae Rutelidae 

Halictidae Syrphidae

Formicidae Taban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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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inkage density는 연결당 밀도이고, Links per species는 

종당 연결 수이며, 이들은 네트워크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지수이다(Olesen and Jordano, 2002; Power and 

Stout, 2011; Lee et al., 2018).

사과 결실률과 수확기 크기 조사

2020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초생 피복 사과원과 초생 제

거 사과원의 결실률을 비교하기 위해 사과 개화기간 동안 꽃의 

수를 측정하였다. 각 사과원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5그루의 사과

나무 한 그루당 꽃수로 하였다. 이후, 낙과기가 오기 전인 6월에 

각 사과원의 사과 결실수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확기 직

전인 11월 중순에 각 사과원에 방문하여 사과나무에 착과 된 과

실의 평균 사과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과원당 100개씩 높

이, 너비, 둘레를 버니어켈리퍼와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초생 피복 사과원과 초생 제거 사과원의 품질(화분매개자 밀

도, 너비, 높이, 둘레, 결실률)에 대한 결과는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사과 결실률은 Shapiro-Wilk test 검정 후 데이터

가 정규분포하지 않아 Arcsine 변환 후 t-test를 진행하였다

(Sokal and Rohlf, 1995; Warton and Hui, 2011).

결 과

2020년 경북 길안면에 있는 사과원 10곳에서 사과꽃 개화기 

동안 화분매개 네트워크를 조사한 결과 초생 피복 사과원 16개 

그룹에 사과원-화분매개자 간 801의 상호작용 수로 초생 제거 

사과원 14개에 사과원-화분매개자 간 589의 상호작용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Fig. 1). 초생 피복 사과원의 경우 꿀벌류 그룹이 

(A) (B) 

Fig. 1. The pollinator network structure of apple orchards with ground cover dominated by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A), and 
without ground cover (B) during apple blooming season in Giran, Andong, Korea in 2020. In the network, red color represents pollinator 
groups, blue color does each apple orchard, and the connecting lines indicate the interaction. Thickness of the line indicate the interaction 
strength, and the area of the rectangle means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the pollinato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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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검정파리류(Calliphoridae), 

들파리류(Sciomyzidae), 병대벌레류(Cantharidae), 애꽃벌류

(Andrenidae)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초생 제거 사과원의 경우 

꿀벌류가 상호작용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알락파리류

(Platystomatidae), 검정파리류, 등에류(Tabanidae), 애꽃벌류 

순으로 나타났다. 초생 피복 사과원에서 나타난 꽃무지류

(Cetoniidae)와 긴수염나방류(Adelidae)는 초생 제거 사과원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귀무모형(null model)을 적용하여 화분매개 네트워크 지수

를 분석한 결과 사과꽃 개화기에 서양민들레 초생 피복 처리의 

경우 연결밀도(linkage density)와 화분매개자가 방문하는 사

과원 수(generality)가 초생 제거 사과원과는 다르게 통계적으

로 유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3).

초생 피복 사과원과 초생 제거 사과원 사이의 화분매개자 다

양도, 균등도, 전체 평균 밀도, 우점종인 꿀벌류의 밀도, 나무당 

개화 수, 결실율은 서양민들레가 피복된 사과원에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P > 0.05)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반면에 화분

매개자 그룹의 수, 검정파리류와 뒤영벌류의 종 풍부도, 사과 

과실의 너비, 높이, 둘레 및 Richness는 초생 피복 사과원에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고 찰

사과 개화기에 과수원 내 민들레 등 하부 식생과이 같이 꽃

이 필 경우 꿀벌 밀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검정파리류와 뒤영

벌의 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과의 크기가 더 큰 것

으로 조사됐다. 비록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화분매개자 그룹

의 수 역시 하부 식생층 지피식물이 존재할 때 더 다양하였다. 

Table 3. Effects of ground cover on the pollinator network structures in apple orchards in Giran, Andong, Korea in 2020. Each index was 
shown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Network index With ground cover Without ground cover

Connectance 0.75 (0.75 ~ 0.75)na 0.69 (0.69 ~ 0.69)na

Linkage density 6.05 (6.72 ~ 7.31)* 7.13 (6.69 ~ 7.54)ns

Links per species 2.91 (2.91 ~ 2.91)na  2.75 (2.75 ~ 2.75)na

Generality  3.58 (3.96 ~ 10.31)*    3.94 (3.71 ~ 10.89)ns

Vulnerability   8.53 (3.96 ~ 10.31)ns   10.31 (3.71 ~ 10.89)*

na: not available, ns: not significant, *: significant.

Table 4. Comparison of pollinator densities, diversity indices, fruiting rates and fruit size before harvest from apple orchards with and 
without ground cover in Giran, Andong, Korea in 2020. Mean values were provided with standard errors

With ground cover Without ground cover t value P value

Number of pollinator groups   11.8 ± 0.77     9.0 ± 0.75 2.3333 0.0479*

Total pollinator density   160.2 ± 30.40   117.8 ± 15.91 1.1054 0.3011

Apis sp. density   16.0 ± 2.08   12.8 ± 2.00 1.1172 0.2695

Calliphoridae density     6.4 ± 0.91     2.6 ± 0.67 3.3211 0.0018**

Bombus sp. density     1.9 ± 0.44     0.8 ± 0.23 2.0528 0.0474*

Diversity (H′)     1.8 ± 0.07     1.5 ± 0.10 2.2627 0.0535

Dominance (D)     0.5 ± 0.05     0.7 ± 0.03 2.2136 0.0578

Evenness (E)     0.7 ± 0.04     0.7 ± 0.07 1.0954 0.3053

Richness (R)     2.2 ± 0.10     1.7 ± 0.15 2.3706 0.0487*

Number of blossoms per tree 2796.3 ± 54.74 2734.6 ± 59.25 0.7497 0.4571

Fruiting rate (%)   53.0 ± 0.87   52.6 ± 0.88 0.2790 0.7815

Fruit width (mm)   88.2 ± 0.50   85.2 ± 0.48 4.3638 < 0.0001***

Fruit height (mm)   76.1 ± 0.44   72.7 ± 0.40 5.6494 < 0.0001***

Fruit circumference (mm) 288.8 ± 1.02 275.4 ± 0.94 9.6993 < 0.0001***

Significance of the statistical test was shown as * to 0.05, ** to 0.001,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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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ia and Minarro (2014)는 과수원이나 밭 등 다년생 작물 재

배지에서 작물 이외의 꽃피는 식물의 존재는 화분매개자뿐 아

니라 포식성이나 기생성 천적 곤충들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

공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화분매개자 종류와 일부 종

의 출현 빈도 등이 초생 피복 사과원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파리목에 해당하는 등에류 등 일부 그룹은 

그들이 유충일 때 사과의 해충이 될 수 있는 진딧물류 또는 노

린재류 등의 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Kim et al., 1995; Ten-

humberg and Poehling, 1995; Jauker and Wolters, 2008; Garcia 

and Minarro, 2014). 결국 사과원에서 초생 피복 식물의 존재는 

천적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보

인다.

화분매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결 밀도(linkage density)는 

초생 피복 사과원에서 더 높았는 데, 이는 초생 피복 사과원에

서 식물과 화분매개자 간 네트워크가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

음을 반증한다(Martinez, 1992; Olesen et al., 2007; Lee et al., 

2018).

화분매개자 구성비를 보면, 벌목(Hymenoptera) 곤충 중에

서 꿀벌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나타난다(Lee et 

al., 2014; Son et al., 2019; Choi et al., 2020). 실제로 본 연구에

서도 벌목 중 꿀벌류의 비율은 76.8%로 나타났다. 초생 피복 사

과원에서는 우점종이었던 꿀벌류 비율이 초생 제거 사과원보

다 더 낮은데 이는 초생 피복 사과원이 초생 제거 사과원보다 

더 다양한 화분매개자들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초생 제거 사과

원에서는 꿀벌류(Apis sp.) 우점도가 높은데, Carvalheiro et al. 

(2011)과 Son et al. (2019)에 따르면 꿀벌류는 다양한 작물에 

방화하는 습성이 있는 반면에 다른 몇몇 화분매개자들은 소수

의 특정 식물만을 선호할 수 있고, 다양한 먹이가 있는 곳에서 

다른 화분매개자들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초생 피복 사과원과 초생 제거 사과원의 결실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과실 크기 면에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Garratt et al. (2014)에서는 화분매개자에 의하

여 결실된 사과가 화분매개자 차단 처리구보다 너비와 과중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화분매개자 다양성이 높은 

초생 피복 사과원보다 화분매개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초생 

제거 사과원의 사과가 너비, 높이, 둘레 모두 더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생 피복의 존재가 더 많은 화분매개

자를 불러들이게 되고, 곧 더 나은 품질의 작물생산을 위한 긍

정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Sanchez et al. (2003)과 Heo et al. (2015)에 따르면 과수원 

초생 피복은 토양 통기성 확보 기능, 토양 보습 효과 및 수분 효

율 증대기능, 질소고정 식물이 존재할 경우 질소고정 능력을 돕

는 기능 등 과수원 작물에 대한 영양학적 및 물리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즉, 초생 피복은 해당 작물의 식물학적 기능을 

돕고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할 

수 있다(Sanchez et al., 2003; Heo et al., 2015). 또한, Eo et al. 

(2010)에 따르면 과수원 피복 식물의 존재는 토양 미소절족동

물의 개체밀도를 증가시키며, 그에 따른 토양 유기물 분해와 양

분공급 활동이 활발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생 피

복으로 인한 토양 기능의 상승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으나, 

화분매개자에 대한 서식처 및 먹이 제공처 기능을 포함한 다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Rader et al. (2016)에 따르면 꿀벌류 뿐만 아니라 파리류, 나

비류 등 다른 화분매개자들도 작물 재배지에서 중요한 화분매

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전체 화분매개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초생 피복 사과원에서 종 풍부도 지수(R)

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보아 이들의 화분매개 활동에 의한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초생 피복 사과원과 초생 

제거 사과원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꿀벌류를 제외하고 검정

파리류, 등에류 등의 야생화분매개자들이 더욱 복잡한 구조를 

그리며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비록 본 연구가 제한된 지역에서 1년의 야외 연구 결과인 바, 

기상 환경 등에 따른 재현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화분매개자

의 분류 수준이 상세하지 않아, 화분매개자 종별 다양성이나 식

물에 대한 반응 특성을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다. 개화 초생 

역시 민들레에 국한되어 있다는 제약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사과원 피복 식물의 개화는 다양한 화

분매개자들을 사과원으로 유인하였고, 사과의 품질 특성에 영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파리목 곤충 중 꽃등에류 등 

천적 기능이 존재하는 화분매개자의 풍부도 및 다양도를 높여 

해충의 밀도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과원에서

의 잡초관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현화식물을 동반식물이나 변

두리 식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화분매개와 천적 활동의 다

양성에 의한 고품질 사과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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