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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꿀벌목장 시범단지의 밀원식물 식재모델 개발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사계절 꿀벌목장 시범단지의 화밀원 조림을 위한 임야 확보는 5년여 동안 국유
림 인근의 지역을 탐색하여 2017년 6월에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지역에 산림
30여만㎡를 구입하여 마련하였다. 산자락에는 호두를 심고,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까지 7개월간 매월 3만㎡씩 개화하는 사계절 꿀벌목장을 1단계로 2025년까지 벌목
과 밀원수 식재를 완료하고 2단계로 2030년까지 임도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서
밀원수를 관리하고, 3단계로 연간 한번도 사양하지 않고 연1회 약용꿀 채밀이 가능
한 봉군 수를 도출해 냄으로써 2033년까지 사계절 꿀벌목장을 완성할 계획으로 시
작하였다.
꿀샘식물은 국내외 문헌과 주말농장의 텃밭을 이용한 시험재배를 병행하면서 선
정하였다. 조사내용은 첫째 기본조사로 개화시기, 생육조건(내한성, 내건성, 내음성,
심근성), 화밀분비량 자료조사 및 단일꽃 시판 꿀의 유무, 복층 숲에서의 배치 위치
성 조사(목본, 관목, 초본, 숲바닥), 양봉외 경제성(특히 약용성), 장마기 밀원성, 개
화소요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묘목과 씨앗의 확보방안을 조사하였다. 세째 시
험재배 조사(양묘실험과 밀원성 실험) 등을 통하여 실증실험을 수행하였다.
개화시기의 조사에서는 3월 갯버들, 오리나무, 회양목, 설탕단풍 등, 4월 왕벗, 산
벗, 
블루벨(Hyacinthoides non-scripta), 5월 아까시, 쥐똥, 때죽, 쪽동백, 옻나무, 플
라티필로스피나무(Tilia platyphyllos), 광나무, 망개나무, 대팻집나무, 찔레 등, 6월
찰피나무, 참피나무, 보리자피나무(Tilia miqueliana), 헛개나무, 배쓰우드피나무(Tilia
americana), 토멘토사피나무(Tilia tomentosa), 주엽나무, 산마늘, 천년초 등, 7월 옥
시덴드럼(Oxydendrum arboreum), 구주피나무(Tilia kiusiana), 엄나무, 쉬나무, 모감
주나무, 다릅나무, 오가피나무, 바이텍스(Vitex negundo), 황기, 더덕, 백리향 등, 8∼
9월 헨리아나피나무(Tilia henryana), 9월모감주(Koelreuteria paniculata september
gold), 칠자화, 아니스히솝(Agastache foeniculum), 클레오메(Cleome spinosa),
물봉선, 곤드레, 더덕 등, 10월 미역취, 배초향, 
꽃향유, 바위솔 등이다.
유용한 외국수종으로는 회양목 이후 벚꽃전인 3월 하순에 유밀되는 레드메이플,
장마철에 내리는 비에도 화밀유실이 없는 옥시덴드럼, 8월말 개화하는 헨리아나피나
무와 9월에 개화하는 모감주 등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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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조건으로는 여름철 고온다습과 겨울철 혹한에 견뎌야 하고, 산등성이의 척
박·건조지에서도 견뎌내는 밀원수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화밀분비량은 국립산림과학원 등 국내의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꽃당 생산량은
더덕 176.1㎕, 황기 127.3, 찰피 18.4, 왕벗 7.6, 헛개 4.15 등이었다. 본당 생산량은
자료가 충분히 않으나 찰피 7.1ℓ, 헛개 2.76, 쉬나무 0.31, 참피 0.22, 아까시 0.18 등
이었다.
단일 꽃 시판꿀은 아까시, 밤, 때죽, 헛개, 엄 등이며, 복층 숲에서의 배치 위치성
조사(목본, 관목, 초본, 숲바닥)에서는 초본류 더덕+관목류 및 오가피+교목 등으로
엄, 찰피, 모감주 등을 선정하였다. 양봉외 경제성(수익성, 풍취성 특히 약용성)에 중
점을 두었고, 헛개, 더덕, 황기, 오가피, 엄나무, 산초나무 등이었다. 개화 소요년수
조사는 섞어심기로 화밀 생산 조기화를 위해서는 식물별 개화기와 개화 소요연수를
파악하였다.
묘목, 씨앗 등 확보방안 조사에서 피나무는 묘목 생산처가 없고, 국유림 채종이
어려워 영국, 헝가리, 폴란드, 중국 등에서 씨앗과 묘목을 수입하였다. 바이텍스(목
형/좀목형), 잉글리쉬 블루벨, 아까시, 모감주(9월개화) 등이다.
시험재배에서는 양묘실험의 경우 벗, (7월/9월)모감주, 헛개, (좀목/황형)바이텍
스, 헝가리 아까시, (실버/레드)메이플, 옥시덴드럼, 피나무류(참피, 찰피, 보리자, 토
멘토사, 아메리카나, 플라티필로스, 코다타, 헨리아나)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밀
원성 실험 Foxglove, (White/Yellow)Clover, Vipers Bugloss, Phaceiia, 바이텍스,
헤어리베치, 아니스히솝 등과 헛개나무, 쉬나무, 칠자화, 바이텍스(목형/황형/좀목형),
황기, 더덕 등으로 바이텍스 등 과장된 밀원수를 걸러낼 수 있었다.
꿀벌마을 꽃숲 화밀원 설계 방향은 고품질 약용꿀을 생산할 수 있는 4계절 꿀벌
목장을 성공시켜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목표를 두었다. 고정양봉장 사계절 꿀샘식
물의 성공모델로 메이플, 옥시덴드럼 외에 벗, 아까시, 옻, 피, 참죽, 헛개, 모감주,
오가피, 산초, 엄, 쉬, 다릅나무와 황기, 더덕 등으로 완성하여 초본류 섞어심기를 통
한 개화 소요년수 단축으로 5년 내 고정양봉이 가능한 규모의 화밀을 생산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구입임야의 밀원조성은 2018년 시작하여 현재 4년차 진행 중이다. 2018년 산림
경영계획의 수립과정에서의 난관은 연간 수종교체 면적이 45,000㎡로 제한받아 6년
간 벌목하는 조건, 소나무재선충 발병지역과의 거리로 인한 벌목제한, 산림청 추천
경제조림이 아니므로 숲가꾸기 등 일체의 지원 불가, 원하는 수종의 밀원수 묘목구
하기의 어려움 및 고비용,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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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소반 벌목과정에서의 민원으로 벌목과 식재가 지연되었으나, 묘목을 키
우면서 작업로 개설과 제초제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2020년 1소반 식재는 호
두나무900주, 피나무 4,000주, 벚나무 300주, 쉬나무 300주, 헛개나무 300주, 헝가리
아까시 300주 등을 식재하였다. 긴 장마로 인하여 호두나무 등이 피해가 심각하였
으며, 벗나무, 아까시나무, 쉬나무 등은 양호하였고, 특히 헛개의 경우 묘목 주변부에
거름 주고 식재한 결과 크게 성장하였다. 황기와 더덕 등 넝쿨성 관목을 시험파종
하였다.
2021년에는 2, 3 소반을 벌목하고 밀원식물을 식재하였다. 섞어심기를 통한 꿀벌
목장 기능 소요년수 앞당기기 실험에 도전하였다. 초본류 더덕+관목류 오가피+교목
엄나무와 피나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벌목 전 드론을 이용한 더덕 파종으로 2년 연
속 파종 시 지피 밀원식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오가피는 1만주 식재 후, 엄
나무 1천주와 찰피나무 7천주를 덧심기 하고, 7월모감주와 9월모감주를 건조지에 식
재하여 산등성이 건조지에서의 묘목 생육상황을 관찰하였다. 황기 파종 및 생육조
건 실험(시비생략, 토심, 잡초)으로 토심만 확보되면 생육상황 양호하고, 장마 종료
시까지 4회 정도 잡초제거 작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9월모감주, 아까시, 옥시덴
드럼, 피나무류 묘목 재배, 잉글리쉬블루벨 발아 및 구근재배 실험은 계속하고 있으
며, 늦은 아까시 모수 발굴 및 씨앗 채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에는 기존 3개 소반에 식재된 밀원수 관리와 추가 식재
이다. 산초나무 묘목 식재 및 야생 산초나무 관리(3월), 1, 2, 3 소반 숲가꾸기 작업
실시(4월말∼5월초), 산등성이 마사토지에 아까시, 모감주 식재 및 메밀 살포, 2, 3소반
더덕 추가 살포, 피나무류의 양묘 등이다.
2023년에는 4, 5소반 벌목 및 움과 잡초 제거, 4소반 벌목지역에 6미터 간격으로
거름넣고 뒤집어 놓기, 벌목지역에 제초제 처리(5월말, 9월초) 이다. 2024년에는 마
지막 6소반을 벌목하고 제초제처리(5월말, 9월초)하며, 4, 5소반에 더덕과 황기를 파
종하고 밀원수를 식재한다. 식재밀원수는 외국계 피나무(특히 플라티필로스, 토멘토
사)와 국내 채종 찰피나무, 옻나무, 레드메이플 등이다. 2025년에는 6소반에 옥시덴
드럼 식재하고 더덕을 파종하며, 4, 5소반은 숲가꾸기를 실시한다.
화밀원 조성과정에서의 고려사항으로는 움과 잡초(특히 밭자리)를 확실히 제거
하고 심는 것이 유리하다. 벌목 시 근사미로 그루터기 도포하고 5월 말과 9월초에
제초제를 살포하며, 용기묘로 크게 키워 분달이로 식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나무는
흙털이로 심으면 상순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움과 초본류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거름 넣고 식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밑거름의 유무는 성목에 이르는 기간을 5년
이상 단축이 예상되고 잡초, 잡목과의 경쟁 우위로 관리에도 편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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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밀원 조성과 병행하여 주말농장 텃밭에 고정양봉장을 2015년 조성하여 봉군관
리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처음 단상 2군을 구입하여 현재 50여 봉군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만 관리하는 시간적 제한으로 주간, 격주, 1개월 등 방치 양봉의
연 1회 채밀 목표에 역점을 두고 봉군관리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하여
개발한 내용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친환경 벌집 기초틀(소초광)을 시험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말벌방어를 위해 벌문 앞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말벌방어기를 특허
출원하였다. 2021년에는 두께가 40㎜의 벌통을 제작하여 계절별 봉군의 발육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약제, 무항생제, 무설탕 등 3무의 봉군관리 가능
성에 계속해서 도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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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Ⅰ- 01

심포지엄

기후요소 활용한 말벌의 봄철 발생과 위험 경보 모델링
정철의1, 김민중1, 박성빈1, 최신웅2
1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2소방연구원
cjung@andong.ac.kr

말벌류는 상위 포식자로서 다양한 절지동물의 밀도를 조절하는 생태계 내 순기능과
함께 꿀벌집단에 대한 공격과 인간 활동에 대한 위협을 통한 위해 요소를 가진다.
위협과 위해는 밀도에 따른 반응으로 볼 수 있기에, 대상 생물의 밀도 변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곤충은 외온성 생물로서 기온의 변화에 따른 계절적
밀도 변동 패턴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말벌 여왕벌이 봄철에 월동처에서 깨어
나와 활동하는 시기를 예측하였다. 지난 5년간 주기적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누적온일도의 형태로 봄철 말벌 발생패턴을 모형화하였고 이를 검증하였다. 등검은
말벌은 발육영점온도 8℃에서 유효적산온도 350DD에 50% 발생이 예측되었다. 이는
주로 5월 중순 경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청의 말벌 벌집제거 민원과 벌쏘임 사고
DB를 분석하여, 여름철 말벌 위험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일도의 변
화에 따라 누적 위험도를 수식화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위험지수 10%에 주의보
가 발효되며, 50% 내외에서 경보가 발효된다. 이는 소방청을 통해 전국단위 말벌
위험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vespa hornet, Vespa velutina, phenology model, risk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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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말벌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현황
Development of Vespa Monitoring System Based on Deep Learning
이철희
안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초록: 말벌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대상 말벌의 분포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종의 말벌과 양봉꿀벌을 대상으로 종별 개체 수
와 출현 시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처리와 객체의 분류성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YOLO기반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인식성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데이터 구축 및 정
제, 학습데이터 전처리, DCNN의 개선, 모니터링 체계, 실환경 적용기술 등을 연구
하고

있다.

평가

대상

알고리즘은

YOLOv2,

YOLOv3,

YOLOv4,

tiny-YOLOv3,

tiny-YOLOv4이다. 학습데이터 구축 및 정제를 위해 1차년도 6000장, 2차년도 9000
장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학습데이터의 정제를 통해 말벌의 종별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학습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증대 방법의 적
용, 증대의 크기의 변화, 라벨링 방법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결과 카메
라의 구면수차를 고려하여, YOLOv4의 증대 알고리즘에 포함되지 않는 Barrel,
Pincushion을 고려한 증대 방법이 효과적이었으며, 증대에 의한 단순한 학습데이터
크기의 확대보다는 원시 학습데이터의 확대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라벨링 방법에 있어서는 배경 정보를 최소화하는 몸통 위주의 학습데이터 라
벨링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신경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YOLO의 특징추출레이어
를 담당하는 backbone신경망(Alexnet, GooGlenet, VGG19, Resnet)을 달리하며 성능
을 평가하였고 말벌 분류의 경우 VGG19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모니터링 체
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독립형과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환경 적용기술로는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입력영상의 크기가
224×224, 416×416과 같이 제한되어 말벌과 같이 영상에서 대상 객체의 비율이 매
우 작은 경우 실제적인 인식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이미지 타일링을 적용해 분류
를 위한 입력 영상의 최소 크기를 보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476103)의 지원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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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다양한 필터 기반 알고리즘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말벌류 추적 시스템 개발 현황
주찬영1,2, 김보성1,2, 손형일1,2

1

전남대학교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전남대학교 IT-Bio 융합시스템전공

등검은말벌 등 소형 외래곤충은 토착종을 희소종으로 전락 혹은 소멸시켜 생물 다양
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해 소형 곤충의 추적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는 하모닉 레이더(harmonic
radar),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라디오 텔레메트리 (radio telemetry) 등을
이용한 추적방법들이 주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말벌류 등 추적대상에 대
한 수 km에 이르는 추적범위와 추적 시스템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라디오 텔레메
트리와 무인항공기를 기반으로 하는 추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추적 시스템은
1) 라디오 텔레메트리 기반 안테나 및 송신기를 이용하여 RSSI(수신신호강도,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측정하고, 2) 다양한 필터(filter)를 이용해 추적대상의 위치
를 추정하고, 3) 마지막으로 이 추정값을 이용하여 무인항공기가 추적대상을 추적한
다. 본 발표에서는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칼만 필터(Kalman filter), 확장 칼
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 FIR 필터(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등을 사용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추적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롭게 제안하는 다중 안
테나 기반 추적 시스템 및 회전 안테나 기반 추적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발표한다.
사사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PJ014761202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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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주요 밀원 개화시기 변동과 꿀벌 사육 관리 전략
김주경, 최용수, 강은진, 김수배, 박보선, 김경문, 이만영, 김동원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중 농업에서는 기상요인에 의해
이들 생물의 발육과 생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양봉산업에서는 발생하는 기
후변화 영향과 이를 통해 꿀벌 사육 관리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상요
인에 따른 주요 밀원식물의 개화시기, 개화기간 기상요인, 꽃송이수 변화를 조사하였
으며, 꿀벌에서는 벌꿀 생산량, 월동기간을 조사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성 평가를 위해
꿀벌최적활동 모델을 개발하여 아까시나무 개화기간 꿀벌 활동시간을 예측 평가하였
다. 주요 밀원인 아까시나무 개화는 함안 5월 5일부터 개화하였으며, 철원은 6월 2일
까지였다. 개화기간은 8∼10일이며, 꽃송이수는 25개로 나타났다. 벚나무 개화는 여
수 3월 25일이며,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14일 일찍 개화하였다. 벌꿀 생산량은 지역
별로 남부 13.83kg, 중부 6.42kg, 북부 6.93kg이며, 봉군당 생산량은 9.06kg, 100군 이
하 9.3kg, 300군 이하 11.6kg, 300군 이상 6.3kg로 조사되었다. 꿀벌 월동기간은 남부
64일, 북부 60일, 전체 60일로 나타났다. 아까시나무 개화기간 꿀벌 최적 활동시간은 남
부지역은 저온 및 강풍으로 일일평균 꿀벌 활동시간은 3.7시간으로 최대 활동시간 13시간의

28.8% 수준이였으며, 중부지역 강풍으로 일일평균 꿀벌 활동시간은 3.9시간으로 최대 활동
시간 13시간의 29.9% 수준이였으며, 북부지역은 꿀벌 활동시간은 5.1시간으로 최대 활동시간
13시간의 39.2% 수준이였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밀원식물,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통해 꿀벌 사육 관리 기술 전략 수립에 이용하고자 한다.
사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사업(PJ01476105)으로 수행되었다.

- 43 -

심포지엄

SⅠ- 05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development, survival, and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in Apis mellifera

Giyoun Han, Sujin Lee, Seungha Lee, Mustafa Bilal, Myeong-lyeol Lee,
Hyung Wook Kwon*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 Convergence Research Center for
Insect Vectors, College of Life Science and Bioengineeri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The honey bee, an important eusocial insect pollinator, that recognizes the
external environment through chemosensory receptors and judges the
characteristics and ingredients of nectar or honey through their senses of
smell and taste. Colony collapse disorder (CCD) causes tremendous loss of
population size of honey bees leading to deficit in agro-economics. Major
impact of CCD may be caused by climate change in which bees are
suffered from short longevity, physiological stress, and communicational
malfunction. Functional study on chemosensory organs is thought to b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physiology and behavior of bee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on growth, survival,
expression patterns of neuropeptides in honey bees using RNA-seq were
tested. Honey bee showed different survival rate and lapse of cell-capping
behaviors. At the gene expression level, 1,465 gen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emperature stress in which the majority of genes including
neuropeptides, heat shock proteins, major royal jelly proteins, honey
productions, taste receptors, and immune-related genes were observed.
사사: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PJ014761012021)"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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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태계 흡밀식물과 나비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예측
최세웅1
1

국립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식물과 수분 매개자 상호작용은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생종뿐만 아니라 외래종을 포함하는데 기후변화나 서식지 이용
가능성 그리고 외래종 유입 등과 같은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분 매개 작용에
꿀벌을 포함한 다양한 벌목 곤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화식물의 88%에 해당
하는 30,800종에 수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꿀벌 이외에도 다양한 곤충이
수분 매개자로써 역할을 하는데 나비와 나방이 포함된 나비목 곤충도 다양한 식물의
수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농업생태
계에서 볼 수 있는 흡밀원과 이들 식물에서 흡밀을 하는 나비류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조사지역은 전국에서 13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남부, 동북부,
서북부 3구역으로 나누어 흡밀원과 나비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
석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1-2주 간격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R 프로그램에서 “bipartite”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별, 권역별
경향이 봄, 여름, 가을 등 계절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Generality의 경우 남부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감소하였으나 서북부는 증가하였다. Nestedness는 남부와 동북부에
서는 여름에 가장 높을 값을 나타냈지만 서북부는 봄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양상은 현재 기온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기온 상승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흡밀원과 나비류 네트워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한다.

사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PJ014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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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개화시기 변동 예측
김명현1, 최순군1, 김민경1, 어진우1, 엽소진1, 방정환1, 조재필2
1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2(주)유역통합관리연구원

최근의 기온상승과 같은 기후변화는 식물의 개화시기와 화분매개곤충의 출현시기를
변화시킴으로서 식물과 화분매개곤충의 상호작용에 시간적 및 공간적 불일치를 야기
할 수 있다. 온도는 식물과 곤충 등의 생물계절을 결정하는 주요 환경변수 중 하나이
며, 특히 유효적산온도는 온도에서 지역 특이적 변동을 설명하고, 또한 종의 성장이
가능한 온도 한계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종 반응을 예측하
는 매우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효
적산온도를 활용하여 서양민들레를 개화시기 미래 변화를 예측하였다. 서양민들레의
개화 생물계절은 연평균기온에 차이를 나타내는 4지역(해남, 부안, 당진, 철원)에서
2015년부터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다. 지역과 연도를 통
합하여

유효적산온도에

따른

서양민들레의

개화수를

비선형회귀를

사용한

‘nlstimedist’ R 패키지로 fitting을 하였다. 미래시나리오는 최근 배포된 SSP시나리
오를 남한지역 3km 격자로 상세화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서양민들레의 개화와 관
련된 기저온도는 0℃이며, 최초, 최대, 마지막 개화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는 각각
364.6℃day, 482.7℃day 및 715.2℃day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효적산온도를 미래
시나리오(SSP5-8.5)에 적용하면, 기준연도(‘81-’10) 대비 먼미래(‘71-’00)에 서양민들
레의 최초, 최대, 마지막 개화시기는 각각 34-41일, 32-40일, 30-39일 빨라지고, 개
화기간은 1-4일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분매개곤충의 주요 먹이 공급원으
로 역할하는 서양민들레의 미래 개화시기 변화는 화분매개곤충의 생식 성공 및 개체
군 동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사사 : 본 연구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2490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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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Ⅰ- 08

심포지엄
기후변화에 따른 화분매개 식물의 취약성
오영주1, 김인순1, 장민상1, 손수인2, 김명현3

1

㈜미래환경생태연구소, 2국립농업과학원 생물안정성과, 3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

국내 분포하는 밀원식물은 약 600종류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중 초본류는 337종류, 목본류는 237종류로 보고되어 있다. 밀원식물은 약 478종류
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중부지방에 56종류, 남부지방에 66종류 등이 지역별로 분포
하고 있다. 개화기별로도 봄에는 168종류, 여름에는 404종류, 가을에는 28종류의 밀
원식물이 개화한다. 기후변화는 이들 식물의 생육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밀원식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RCP 8.5를 기준으로 2050년대와
2070년대의 밀원식물의 잠재서식지를 MaxEnt를 통해 확인하였다. MaxEnt를 활용하
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밀원식물의 잠재 서식지 분포 예측을 위하여 1. 분포자
료 수집, 2. 기후, 지리 환경 변수의 수집 3. 기후인자와 분포자료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제거 4. MaxEnt 모델링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후환경변수
는 Worldclim에서 제공하는 생물기후인자인 Bioclim을 사용하였다. Bioclim 인자를
기준으로 1km 해상도의 RCM(Regional climate model) 기반 RCP 기후변화 시나리
오 데이터를 제공받아 Bioclim의 19가지 인자로 가공해서 사용하였다. 밀원식물의 분
포범위의 감소나 이동은 밀원식물을 이용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흰전동싸리는 현재의 영서지역과 중부지역의 분포지역에서 남서부와 영동지역으
로 분포범위가 이동하고 전동싸리도 현재의 경기서부지역과 영서지역에서 더 확대 분
포하지만 주로 전남북과 경남에서 2070년대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주요 잠재서
식지의 변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봉농가의 밀원식물의 이용의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사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과제번호 : PJ01480804 )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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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O - 01

2021년 벌꿀 생산 흉작 원인 분석 및 작황과 대책방안
김용래, 박승수, 허주행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최근 몇 년간 국내 벌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카시아 벌꿀의 작황이 불규칙하
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과 2021년 연이은 아카시아 벌꿀 흉작으로 국내 양
봉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양봉 전업농가를 회원으로 둔 한국양봉농업협동조
합은 올해 아카시아 벌꿀 생산 흉작 원인 분석 및 작황과 대책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카시아 벌꿀 흉작 원인으로는 1월~4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아카시아 꽃의 빠른 개화, 개화기 일기불순으로 인한 유밀 저조, 유밀기 비와 저
온현상으로 인한 벌꿀 품질 저하 등이 있으며 올해 아카시아 벌꿀 작황은 평년작 대
비 약 45% 수준에 머물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에서는 아카시아 벌꿀 생산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농가들의 어려움
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벌꿀 수매가격 인상, 사료 지원, 배당사업 지원, 벌꿀
검사비 배당 지원 등 여러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와 증가하고 있는 꿀벌 밀도에 따른 벌꿀 작황
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조금 일찍 서둘러서 벚꽃꿀 생산에 주력하고, 초본류인
자운영과 유채꽃을 대체밀원으로 개발하며, 지역별⦁사육형태별 특징을 고려한 특화형
밀원자원의 확보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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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Inhibition of ER stress-mediated Tau Hyperphosphorylation by Korean Propolis
and its Molecular Mechanism

Sung-Kuk Kim, Sang Mi Han, Se Gun Kim, Hyo Young Kim, Sik Ryu and Soon Ok
Woo
Department of Apicultur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55365, Wanju, Jeollabuk-do, Korea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interrupts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of proteins such as
protein folding, glycosylation and disulfide bond formation etc. Through ER stress, cell
was produced abnormal proteins and it was triggered apoptosis. ER stress was mainly
factor for Alzheimer's disease (AD) in neuronal cells, among numerous proteins, beta
amyloid and tau are key molecules in AD. We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effect of
neuronal disease of Korean propolis extracts and its molecular mechanism. To apply
tunicamycin in which caused ER stress, and neuronal improvement effect of Korean
propolis, we determined the concentration by cytotoxicity assay. Propolis and
tunicamycin concentration is 10 ug/ml and 150 ug/ml for PC12, respectively. In this
concentration, propolis and tunicamycin were not influenced the cell viability. However,
150 ug/ml tunicamycin dose appeared cell apoptosis response. By western blotting,
tunicamycin caused hyperphosphorylation of tau and propolis treatment were decreased
hyperphosphorylation of tau. In tau signaling cascade molecule, Akt phosphorylation
were decreased by tunicamycin treatment, but propolis treatment was recovered Akt
phosphorylation, which restored the tau signaling. Especially, we determined critical
phosphorylation residues of tau between tunicamycin and propolis. Ser416 and Thr205
phosphorylation residues were reversed in tunicamycin treatment. Ser416 residue
phosphorylation was increased and Thr205 phosphorylation was decreased by tunicamycin
treatment. However, through propolis treatment, this phosphorylation back to normal. Tau
signaling molecules such as PI3K and GSK-3alpha was shown the same result. In this
study, we verified the novel function of propolis in neuronal perception improvement.
Furthermore, we suggested that propolis has possibility of functional effect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neurodegenerative diseases.
Acknowledgemen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RDA (Project No. PJ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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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ological activation in the fraction of drone pupa extract
Seonmi Kim, Soon Ok Woo, Se Gun Kim, Hyo Young Kim, Hong Min Choi,
Sang Mi Han*

Department of Agricultural Biology,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KFDA presents the contents of functional ingredients, recognition criteria,
and

biomarker

with

evaluation

guides

on

health

functional

food.

In

response, this studies evaluates the activity of Alcohol dehydrogenase(ADH)
and cell viability using hepatoma(HepG2) cells, which these are the liver
health-related functional evaluation biomarkers, in drone pupa fractions.
ADH activity was assessed for two fractions(Hexane, water) of the drone
pupa. These samples were manufactured using two solvents and had a
difference in the time of dissolving the fraction samples. According to our
results, both fractions. showed time-dependent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ADH activity. In particular, water fraction was determined at 64 mU/ml,
and 66 mU/ml respectively on samples dissolved for one hour and two
hours.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several concentrations, and treating
times using water fraction. When treated with 10mg and 5mg water fraction
for 24 hrs, viability of HepG2 cell was 49.33 and 66.98%. After 48 hrs of
fraction treatment, the viability was 34.18, 41.95%, indicating that the water
fraction of the drone pupa was induced cytotoxicity. In this study, the
water

fraction

of

drone

pupa extract showed ADH activity and cell

cytotoxicity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being used as a liver health-related
functional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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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효율적인 로열젤리 생산을 위한 반자동 생산시스템 확립
최홍민, 우순옥, 김세건, 김효영, 김선미, 문효정,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로열젤리 생산을 위한 반자동 생산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에 앞서 로열젤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공정 확립은 매
우 중요하다. 본 시스템은 기기를 이용한 반자동 시스템으로 충판제조, 이충, 유충제
거, 로열젤리 채집 등 4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기존의 봉군관리에 의거하여 이충한
경우에는 접수율이 75%였으며, 충판 제작을 통한 이충 시스템의 경우에는 접수율이
83.85%였다. 기존 방법에서는 소비 1개당 각각 41.7g, 47.1g 39.4g의 로열젤리를 생
산하였으며, 반자동 시스템에서는 58.4g, 58.1g, 55.2g을 생산하였다. 로얄젤리 생산
과정에서 총 소요된 시간에 대한 생산량을 계산하여 생산 효율을 계산해본 결과, 기
존의 방법은 1.33g/min이었으며, 반자동시스템은 6.38g/min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반자동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방식을 이용할때보다 4.8배의 생산효율을 나
타내었다. 기존 방법과 반자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한 로열젤리의 기능성 성분인
10-HDA의 함량을 비교해본 결과 기존방법의 경우 2.3±0.4%였으며, 반자동 시스템
의 경우 2.2±0.3%로 생산방법에 따른 10-HDA의 유의적 함량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한 반자동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등록을 위한 로
열젤리의 시료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사업(PJ015135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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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관리 및 병해충

O - 05

구두발표

한국 토종벌과 서양벌 낭충봉아부패바이러스 유전자분석을 통한
교차감염 확인
조윤상1, 유미선1, Troung A. Tai1, 서수경1, 황태준1, 김동호1, 강정은1, 윤순식1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기생충꿀벌질병연구실

국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은 2009년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래 2021년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에는 서양벌 애벌레에서도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
러스가 발견되기도 한다. 사육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낭충봉아부패바이러스
의 토종벌과 서양벌간 교차감염도 다발하는 상황이며, 세계적으로 품종간 교차감염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토종벌과 서양벌에
감염되어있는 낭충봉아부패바이러스의 유전형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교차감염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낭충봉아부패바이러스의 6개 주요 유전자부위 – Structural
Domain-1 (SD-1), Structural Domain-2 (SD-2), Helicase (H), Protease (P),
RNA dependent RNA polymerase (RdRp), VP1 - 에 대한 염기서열분석과
phylogeny 분석을 통해 주요 유전형을 그룹핑하였다. 토종벌의 경우 (n = 41),
SD-1, SD-2., H, P, RdRp, VP1 부위에 대해 각각 3 (I, III, VI), 5 (1-V), 5 (I-V),
4 (I-IV), 4 (I-IV) Clades의 변이가 관찰되었다. 서양벌의 경우 (n = 35), SD-1,
SD-2, H, P, Rdㅇ께, VP1 부위에 대해 각각 6 (I-VI), 3 (I, III, V), 3 (I, II, V), 2
(I, II), 3 (I, II, IV), 2 (III, IV) Clades의 변이가 관찰되었다. 6개 유전자부위 분석결
과를 토대로 국내 낭충봉아부패바이러스 유전형은 총 49종이 관찰되었다. 토종벌과
서양벌 낭충봉아부패바이러스는 각각 27개, 22개의 변이 유전형이 관찰되었고, 1번
변이유전형은 토종벌과 서양벌에 공통으로 감염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전형
분석을 통해 토종벌과 서양벌의 교차감염을 확인하였으며, 각 바이러스간 유전적 근
연관계가 파악되었다. 유전형 분석자료는 향후 유전자에 기반한 낭충봉아부패병 진단
및 예방기술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사 : 본 연구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R&D) 사업으로 수행 (과제번호: B-1543081-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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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me study of bee pollen and bee bread using 16s rRNA high throughput
sequencing
Sampat Ghosh1, Saeed Mohamadzade Namin1, Chuleui Jung1,2
1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ndong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Plant Medical, Andong National University

Compositional transitions of bee pollen to bee bread are important process of honey bee
nutrition. During these biological and chemical processes, microbial contribution could
function important. We have examined the bacterial communities of bee bread and bee
pollen with the help of the metabarcoding approach. Among seven healthy colonies of
Apis mellifera recruited from the experimental apiary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six
colonies (three in each arm) were provided with two different pollen patties made of
rape seed or oak respectively and one colony as control.

In each arm, out of three

hives, one hive was equipped with pollen trap and inflow of bee foraged pollen was
allowed in another two hives. We have collected the bee bread or pollen on the 5th day,
isolated the DNA, used 16s rRNA for bacterial identification, profiled taxonomic
composition based on OTUs, biodiversity, etc. The majority of the OTUs (>95%) were
found to belong to five phyla namely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Cyanobacteria,
Firmicutes, and Proteobacteria. Firmicutes was the most predominant phyla found from
bee pollen. In contrast, Proteobacteria was abundant in bee bread followed by firmicutes.
Bacterial diver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ee bread than bee pollen shown by
Shannon, Simpson and beta diversity indice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howed
distinct difference of bacterial communities. No effect of the feed (rape seed or oak
pollen patties or even natural inflow) was found on the bacterial composition of bee
bread.

In this paper, we further discuss the possible biological role of the

predominating bacteria from the honey bee nutritional point of view.
Keywords: nutrition, honey bee, probiotics, health,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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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를 함유된 먹이가 꿀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현정, Sampat Ghosh, 정철의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클로렐라는 단백질, 지방 등 거대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영양소
가 풍부하므로 꿀벌의 인공먹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꿀벌 영양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클로렐라가 꿀벌의 생리, 수명
과 먹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일반 화분떡에 클로렐라 0.5, 2, 5, 10%를
첨가한 먹이를 사용하였으며, 시판되고 있는 화분떡을 양성 대조구, 50% 자당용액(no
protein)을 음성 대조구로 두었다. 처리 후 5일, 12일, 18일에 하인두샘과 독샘의 크
기를 확인하였고, 12일차에 꿀벌 머리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2-5% 클로렐라
가 함유된 화분떡을 먹인 꿀벌은 화분떡만 먹인 꿀벌과 비교하여 하인두샘과 독샘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컸다. 꿀벌 머리 총단백질 함량은 모든 클로렐라 먹이를 먹은 벌
이 66.6-68.1 g/100g DM으로 대조구를 섭취한 벌(49.9, 61.2 g/100g DM)에 비해
더 높았다. 수명도 유사하게 클로렐라를 섭취한 벌의 수명이 33-35일로 더 길었으며
50% 자당용액만 먹인 꿀벌에서 16일로 가장 짧았다. 먹이 섭식량은 2% 클로렐라를
먹인 벌이 가장 높았고 일반 화분떡만을 먹은 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클로렐라는 꿀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인공먹이로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색어: 영양, 단백질, 생리, 미세조류, 인공먹이, 양봉

사사: 교육부 연구재단 연구번호: NRF-2018R1A6A1A03024862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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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운반차 적재함의 개선 및 분석
왕평안1,2, 손영선1,2, 석지후1,2, 모창연1,2, 김동원3, 김준호4, 정원기4, 한웅철1,2*

1강원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강원대학교 스마트농업융합학과,
3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온팜

현재 국내외 양봉업자들은 양봉의 운반, 관리를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
며, 양봉 종사자들의 연령대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인 작업을 감당하기 힘
들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체력을 절감하기 위해 양봉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운
반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양봉자의 현장 작업환경과 효율성을 조사하여 운반 환경, 차량 크기, 운반 속
도 등 설계 재원을 정하였다. 다양한 양봉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소형 전
동 무한궤도 운반차(LNS-T500)를 본 연구의 플랫폼으로 선정하였지만, 기존 적재함
은 양봉 작업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제 적용 조건과 함께 양봉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탈부착식 양봉 전용 적재함을 개발하였다. 꿀을 채취하는 시기에 소
비를 자동 채밀기로 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재함 내부에 8개의 칸막이를 장착하
면 소비 80장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다. 16장을 운반할 수 있는 손수레를 사용할 때
보다 효율이 약 4배 향상되었다. 이동 양봉의 수요로 벌통을 적재하면 적재함 내부의
8개 칸막이를 제거하고 3면의 패널을 수평으로 회전시키면 한 번에 6-12개의 벌통을
운반할 수 있어 2개를 운반할 수 있는 벌통 이동용 손수레 대비 효율이 약 5배 향상
되었다. 설계 후 Solid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운반과 벌통 운반을 위한 적재함
상태 각각의 정적 응력을 분석하여 역학적 성능이 수요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ecurdyn 프로그램을 이용해 적재함에 소비를 적재한 후 노면별, 주행 상태별
운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적재함에서 소비의 진동 상태를 관찰하고 소비의 진동 상
태가 현장 사용 수요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82601)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진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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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evalu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honeybee
larvae and adults in Korean apiaries
Jeong Eun Kang, Mi-Sun Yoo, Bo-Ram Yun, Su-kyeong Seo, Dong Ho
Kim, Soon-seek Yoon and Yun Sang Cho*
Parasite and Honeybee Disease Laboratory, Bacterial Disease Division,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Gimcheon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develop probiotic agent produced from bacterial strains isolated
from honeybee larvae and adults in Korean apiaries. Seventy-one strains of lactic acid
bacteria (LAB) were isolated from Apis mellifera and Apis cerana, and 6 strains (L.
kullabergensis, L. apis, L. panisapium, L. mellis, L. melliventris, L. kimbladii)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measurement of antimicrobial against P. larvae and antioxidant
activity. The result showed that L. melliventris had the highest auto-aggregation
activity among the 6 strains. Meanwhile, L. apis, L. panisapium, L. melliventris and L.
kimbladii showed higher hydrophobic activity than others. To confirm the safety of 6
strains, the larvae were treated with the same concentration of each strain, and
survival rate was observed. Larvae treated with L. apis, L. mellis and L. melliventris
showed higher survival rates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whereas L.
kullabergensis, L. panisapium and L. kimbladii showed similar or slightly lower survival
rates than the untreated group. Protective effect of the 6 strains against P. larvae
presented by the survival rate of artificially infected larvae, L. melliventris (94.44%), L.
panisapium (90.48%), L. kimbladii (90.48%), L. pais (84.21%), L. mellis (78.95%)
compared to the P. larvae group (68.97%) of P. larvae infection without LAB treatment.
However, larvae treated with L. kullabergensis showed a low survival rate of 64.71%,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the untreated group, and the group treated with the
mixture of 6 strains showed a survival rate of 77.78%. To confirm the protective effect
of 6 strains against P. larvae in gut of artificially infected larvae, real-time PCR assay
was conducted for quantification of P. larvae. The result show that P. larvae was lower
in the treated group than that in untreated group. In addition, the mixture of 6 LAB
strains provided a higher efficacy of protection against P. larvae than that of the
treatment using single LAB strai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AB isolated from
honeybee-gut possess beneficial properties for honeybee health. Possible benefits of
the LAB strains to honeybee health ay colony level will be evaluated before applying
as a probiotic agent that can enhance the nutritional diet and health of honeyb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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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othorex) 여왕 봄철 발생 모델링
박성빈, 김민중, 정철의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곤충생태학 실험실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othorex)은 침입생물로서 2003년 부산 금정구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등검은말벌은 가을에 처녀 여왕벌이 짝짓
기를 한 후 썩은나무나 흙 속에서 동면을 한다. 그리고 다음해 봄 동면을 끝낸 여왕
벌은 봉군을 형성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5개 지역에
서 관측된 봄철 여왕의 출현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생 시기를 예측하였다. 발생을 예
측하기 위해 DD 누적온일도 모형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수 값(기
준 온도, 열 요구량 등)을 추정하였다. 출현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0℃에서 20℃까지
0.1℃간격 으로 확인하였으며, 유효 적산온도의 경우 40DD에서 1300DD까지 1DD간
격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출현영점온도는 8℃에서 유효적산온도 350DD에 50% 발
생이 예측되었다. 개발된 모델로 등검은말벌의 출현을 예측한결과 2020년 안동 5월
17일, 영덕 5월 12일로 예측이 되었고, 실제로는 안동이 5월 19일 영덕지역이 5월
15일로 예측되었다.

검색어: 침입생물, 말벌, 등검은말벌, 발생모델

사사: 농촌진흥청 과제번호 PJ014808032021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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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and susceptibility to acaricide(tau-fluvalinate, amitraz, flumethrin) of
Varroa spp. and Tropilaelaps spp. in Honeybee, Apis mellifera
Mi-Sun Yoo, Jeong Eun Kang, Su-Kyeong Seo, Soon-Seek Yoon and Yun Sang Cho*
Parasitic and Insect Disease Laboratory, Bacterial Disease Division,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Gimcheon, Republic of Korea
Honeybee is a very important livestock to get food source to human as pollinator as well
as provider of products, such as honey, pollen, royal jelly, propolis. Honeybee mites are
major threat to Western honeybee, Apis mellifera L. They have been causing a detrimental
damage to honeybee health, such as shorter lifespan, weight loss, increased virus
susceptibility, etc. and results in decreased productivity and continuous damage of many
apiaries. In this study, honeybee mites were colle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bee mite
infestation in Korea in 2019~2020. Suspicious samples of mite infestation were collected
using sugar powder and direct survey of each cell from 68 apiaries in 12 areas. Varroa
mites

and

Tropilaelaps

mites

were

identified

by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y

microscopic examination and genetic differentiation. As a result, 86.6% and 82.4 % of
apiaries were infested Varroa spp. and Tropilaelaps spp., respectively. 75% of apiaries were
co-infected Varroa spp. and Tropilaelaps spp. 94.1% of apiaries were infested Varroa spp.
or Tropilaelaps spp.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status of honeybee mite infestation in
Korean apiaries were very serious. Phylogenetic analysis based on CoxI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gene sequences revealed that all Varroa spp. and Tropilaelaps spp.
collected

from

each

apiary

was

identified

as

Varroa

destructor

and

Tropilaelaps

mercedesae, respectively. We found the prevalent species of honeybee mites in Korea by
genetic

identification.

Acaricides

are

required

to

control

mite

infestation.

Three

conventional chemical acaricide substances are used in France: tau-fluvalinate, flumethrin
and amitraz. Tau-fluvalinate was used for decades, also leading to resistance of V.

destructor and T. mercedesae to Acaricides. beekeepers were required the efficiency of
acaricide in the field. We adapted filter paper method to screen for V. destructor and T.

mercedesae resistance to various acaricides in field, 2021. The lethal concentration (LC)
which kills 90% of susceptible mite strains (LC90) were evaluated. Surveillance of
infestation rate of honeybee mite and the susceptibility of tau-fluvalinate, flumethrin and
amitraz of mite in Korea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establishment of control measures of
this devastating parasite in apicultu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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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ological assessment of the three different acaricides against
honey bee, Apis mellifera
Kyungmun Kim1, Bo-sun Park1, Ju-gyeong Kim1 and Dongwon Kim1
(1Division of applied sericulture & apicultur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The mite parasitizing honey bee is the serious threat to the honey bee
colon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Fluvalinate, coumaphos and amitraz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honey bee colony management and the mite
control in Korea. Recently, the acaricide, cymiazole hydrochloride, was
marketed for the mite control but, the damage of honey bee have been
reported from the bee farms after the cymiazole hydrochloride treatment.
We conducted toxicological assessment of the cymiazole hydrochloride
against western honey bee, Apis mellifera, to inform accurate toxicity of
the cymiazole hydrochloride. We provided the acaricide to the worker bees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recommendation by feeding and 22.2% of
mortality was observed after 48 hours treatment. LC50 and LD50 of the
cymiazole hydrochloride was 1736.24 ppm and 214.23 mg/kg, respectively.
Because decreased worker bee population can reduces the ability to
maintain a colony, the use of acaricide containing cymiazole hydrochloride
requires caution in apiaries.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 63 -

2021년 제37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
기후변화와 양봉취약성 Part I. 밀원자원의 개발

구두발표Ⅲ
- 육종 및 생리생태

O - 13

구두발표

Field-realistic chronic exposure of imidacloprid resulted in biphasic negative
effects on honeybee physiology
Sanghyeon Kim1 and Si Hyeok Lee1,2
1

School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have been many investigations on the effects of imidacloprid (IMD) on honeybees as a potential factor for colony collapse disorder. In this study, honeybee colonies
were chronically exposed to field-realistic doses (5, 20, and 100 ppb) of IMD, and the
body weight, flight performance, and carbohydrate reserve of forager bees were analyzed.
Transcriptome analyses followed by quantitative PCR were also conducted to elucidate
any changes in energy metabolisms. The body weights of newly emerged and nurse bees
showed decreasing tendencies as IMD concentration increased. In forager bees, however,
IMD induced a biphasic change in body weight: decrease at the low concentration range
(5 and 20 ppb) but increase at the high concentration (100 ppb). Nevertheless, the flight
capability of forager bee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he effects of IMD on target genes in forager bees showed biphasic patterns, whereas
nurse bees showed typical features of premature transition to forager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hen exposed to the low concentrations, forager bees exhibited downregulation of the carbohydrate and lipid metabolism and the insulin/insulin-like growth factor signaling pathway, upregulation of transporter activity. However,
increased lipid metabolism and decreased energy metabolism were observed in the high
IMD concentration.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eld-realistic doses of IMD
alters honeybee energy metabolism in distinctly different mechanisms at low and high
concentrations, both of which negatively affect honeybee colony health.
Acknowledg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PJ015763) fro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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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in as a Potential Scavenger of Oxidants in Honey Bees after
Flupyradifurone Intoxication
Daniel Bisrat1,2, Tekalign Begna1, Delgermaa Ulziibayar1 and Chuleui Jung1,3
1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ndong National University,
GB 36729, Republic of Korea.

2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Chemistry and Pharmacognosy, School of Pharmacy,
College of Health Sciences, Addis Ababa University, P. O. Box 1176, Addis Ababa,
Ethiopia

3

Department of Plant Medical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GB 36729,
Republic of Korea

Honey bees (Apis mellifera) are the most economically important pollinators worldwide.
However, their populations are in decline due to many factors, including pesticides. In
addition to direct mortality to honey bees, pesticides also cause oxidative stress in honey
bees. Flupyradifurone is well known to cause oxidative stress in honey bees. Like all
other animals, honey bees, are endowed with antioxidant enzymes to eliminate them.
There are some phytoconstitutents known to scavenge oxidants. In this study, based on
structural knowledge, we have investigated bixin as a potential antioxidant in honey bees
after they were subjected to flupyradifurone intoxication. In response to flupyradifurone
intoxication, bixin-supplemented (100 µg/ml) feeding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mortality of honey bees. For instance, bixin-supplemented feeding reduced
honey bees mortality by 33.3% by the end of the first day after flupyradifurone
intoxication. Bixin showed a moderat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ith an IC50 value
of 653.2 ppm (DPPH assay). Therefore, bixin may have a potential to protect honey
bees from oxidative damages caused by pesticides (flupyradifurone).
Keywords: Antioxidant; Bixin; DPPH; Flupyradifurone; Honey bees (Apis mell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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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of chemical composition and evaluation of the toxicity of propolis
essential oils against Varroa destructor
Aman Dekebo1,2, Delgermaa Ulziibayar2, Tekalign Begna2 and Chuleui Jung2,3
1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Ethiopia.

2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3

Department of Plant Medical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GB 36729,

Republic of Korea.

Propolis is a resinous and a sticky material collected by bees from surrounding plants
used for sealing and protecting hives. Propolis has been known as a remedy for various
alignments worldwide since ancient times. Recently, use of propolis as bio-cosmetics and
functional foods is increasing because of its flavor and medicinal benefit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comparison a chemical composition and acaricidal activity of Korean
propolis collected from three sites (Andong, Gonju field and mountain). Essential oils of
propolis samples were obtained by hydro-distillation and analyzed by GC-MS. The oil
yield varied from 0.14-0.24%. A total of 141 volatile organic compounds were identified
from the three propolis samples. Major volatile classes of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these samples were sesquiterpenes, aromatic compounds and fatty acids. Chemical
composition of propolis samples collected from the three different sites showed some
variations due to the difference in vegetation types nearby the apiaries. Varroa destructor
is an ectoparasitic mite that affects colonies of honey bee Apis mellifera in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Synthetic acaricides have been the traditional way of control
them but resistant mites and residues in honey bee products have increased. Based on
our examination Gonju mountain essential oil (PEO) showed the strongest activity (LC50
= 294.86 µg/ml) against V. destructor among the propolis oils evaluated. Andong PEO
has also activity (LC50 =351.36 µg/ml) against the mites. Acaricidal activity of Gonju
mountain and Andong and propolis oil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positive control,
tau-fluvalinate (LC50 =142.85 µg/ml). On the other hand, propolis oil from the Gonju
field propolis did not show acaricidal activity. Further study on investigation of propolis
samples collected from several sites might yield more potent acaricidal chemicals to
control these mites in environmentally safely to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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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optimal temperature conditions for indoor honeybee pesticide
bioassay
Susie Cho1, Sanghyeon Kim1, Joonhee Lee1, Si Hyeok Lee1,2
1

School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door bioassay is the most basic method for evaluating acute pesticide toxicity to
honeybees. In most bioassays using worker bees, newly emerged adults are collected
from colony and maintained in incubators for conditioning before use, but the isolation
of individual bees from a colony causes considerable stress to social honeybees, likely
affecting toxic response. However, no standardized condition to minimize the incubation
stress is available to dat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incubation temperature for toxicity evaluation by investigating incubation conditions most
similar to the natural setting inside the hive. After newly emerged nurse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one group was maintained inside a hive, whereas the three remaining
groups were incub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25℃, 30℃, and 35℃) for a week. The
toxicities of three insecticides (coumaphos, fluvalinate, and imidacloprid)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between different groups along with the average body weight and the expression patterns of genes involved in major stress and detoxification physiologies.
Different incubation conditions affected all parameters examined, including the toxicity of
test pesticides. The 30℃ incubation condition was most similar to the natural hive condition, suggesting that 30℃ is the optimal incubation temperature to maintain the normal
honeybee physiology to ensure intrinsic toxic response.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PJ015763) fro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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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metric characteristics of female castes, worker and queen of Vespa velutina
nigrithorax (Hymenoptera: Vespidae)
Saeed Mohamadzade Namina,b, Chuleui Junga,c
a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b

Department of Plant Protection, Faculty of Agriculture, Varamin-Pishva Branch, Islamic
Azad University, Varamin, Iran
d

Department of Plant Medicals,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Yellow-legged hornet, Vespa velutina nigrithorax, is an invasive species accidentally
introduced to Korea in 2003. The introduction of yellow legged hornet caused great
concerns among bee-keepers because of its abundance and high predation on honeybees.
However, unlike other Vespa species, differentiation of female castes of yellow-legged
hornet is difficult due to their morphological similarities. Since the recognition of castes
of eusocial insects is crucial to conduct research on biological traits of different castes
as well as identification of queen’s sex pheromone as a potential pest management too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 method to differentiate female castes of V. velutina.
In this study the value of fifteen morphometric characters was assessed in identification
of female castes of V. velutina. In addition, wet body weight was also included in our
analysis. In spit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some morphological characters
between two castes, overlapping quantitative traits hindered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workers and queens. Wet body weight, fat body portion and hardness of abdomen are
the only characters which can be used in differentiation of workers and queens of this
species. Wet body weight is 373±56 mg in workers and 708±56 in queens. To be on
the safe side, we propose using females >650 mg as a queen and females <450 mg as
a worker hornet. Since the queens require large fat body for successful overwintering,
we found queens have larger abdomen in compare with the workers with telescopic
abdominal segments one in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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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항공방제용 대체 약제 3종(Spinetoram, Etofenprox, Flupyradifurone)의
꿀벌(Apis mellfera) 위해성 평가
강용락, Biru Tekalign Begna, Ulziibayar Delgermaa, 정철의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가장 위협적인 질병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시기에 항공방제용 살충제로 등록된 Thiacloprid 또는 Acetamiprid를 항공살포
한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에서 Thiacloprid를 포함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
로 현재 등록된 항공방제용 약제 대체제 선발 및 환경 영향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방제용 대체 약제 후보군 3종(Spinetoram, Etofenprox,
Flupyradifurone)이 꿀벌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이다. 실내 성충 급성 독성평가를 통
해 반수치사량(㎍/bee)과 반수치사농도(㎍/ml)를 추정하여 농약의 독성을 평가하였
다. 실외 실험으로는 실험구를 선정하여 꿀벌 개체를 담은 망사형 용기 및 꿀벌 봉
군을 설치하여 개체 사망률 조사와 봉군 발달을 평가하였다. 봉군 발달 평가는 성
충 수, 봉판 면적, 먹이 저장 면적 및 무게를 조사하여 변화율을 평가하였다. 실내
섭식 독성의 반수치사약량은 Spinetoram 0.016, Etofenprox 0.07 그리고
Flupyradifurone 1로 나타났고 접촉 독성의 반수치사약량은 Spinetoram 0.011,
Etofenprox 0.01 그리고 Flupyradifurone 1.5로 미국환경청 기준, 3가지 약제 모두
고독성으로 분류된다. 개체 사망률은 1차 실험에서 Etofenprox의 실험구에서 사망률
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2, 3차에서는 약제 간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 봉군 발달 평가에서는 성충 수, 봉판의 면적, 무게의 변화율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항공방제용 약제에 의한 화분매개자의 보호 및 비
표적생물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사 : 본 연구는 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산림병해충연구과 용역과제 「소나무재선
충병 항공방제용 대체 약제의 환경영향 조사」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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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9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 예측 모형 개발 및 벌꿀 생산량 비교 분석
김민중1, 정철의1,2
1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최근 양봉 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카시아꿀 생산량 및 봉군당 꿀 생산량이 지속
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봄철 계절발생 자료와 기상자료로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 예측
모형을 chill-days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아카시아꿀 생산량 감소와 개화 시기
및 채밀 가능 기간 감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chill-days 모형으로 추정한 개화 시
작 시기는 기준온도 8.23 ℃에, 냉각요구량 52.22DD과 가온요구량 295.22DD을 충족
하는 시점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만개 시기는 386.5DD, 20% 개화 유지 기간은
346.0-420.7DD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RCP 4.5 시나리오하에서 미래의 지역적,
전국적 개화 기간을 예측하였다. 미래 기후에서 지역적 개화 기간은 0.4일 감소하였
고, 전국적 개화 기간은 6일 감소하였다. 연도별 벌꿀 생산량은 아까시 개화 지속 기
간과 정상관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아카시아꿀 생산이 지속해서 감
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대체 밀원수 개발 등 취약성 완화 전략이 필요함을 시
사하였다.
사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사업(과제번호: PJ0157462021)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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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niol과 β-ocimene의 농도에 따른 양봉꿀벌(Apis mellifera)의 EAG와
행동 반응
안철빈1, 정철의1,2
1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2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꿀벌은 더듬이에 위치한 후각 수용체로 특정한 냄새를 인식하고 반응한다. Geraniol
은 꿀벌의 나사노프샘에서 분비되는 유인물질 중 하나이며, β-ocimene은 꿀벌 유충
페로몬의 한 성분으로 아까시꽃의 중요한 휘발성물질이다. 본 연구는 geraniol과 β
-ocimene의 농도에 따른 꿀벌 더듬이의 EAG 반응을 평가하고, y-tube 테스트를 통
한 꿀벌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실험에는 4가지 농도(0.01, 0.1, 1, 10%)의 geraniol과
β-ocimene이 사용되었다. 실험결과 EAG 분석에 따른 꿀벌의 더듬이는 2가지 화합물
에 모두 반응하였으며 반응의 강도는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geraniol은
0.01%에서, β-ocimene은 10%에서 가장 높은 촉각 전도반응을 보였다. y-tube 테스
트에서 외역봉은 geraniol 1%, 내역봉은 β-ocimene 0.01%에서 가장 높은 선호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화합물의 농도에 대한 꿀벌의 더듬이 반응 강도와 행동 반응은 다
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사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47612021)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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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Curtobacterium giheungensis sp. nov. isolated from soil under a
beehive

Jea-Goo Kim1, Minho Kim1, Ki-Young Kim1
1

Graduate School of Biotechnology, Kyung Hee University

NG1.12T, a gram-negative, strictly aerobic, yellow-pigmented bacterium,
was isolated from soil under a beehive in South Korea. Phylogenetic
analysis showed that this strain is included in the genus Curtobacterium
and

is

most

similar

to

Curtobacterium luteum DSM 20542T (97.5%).

Chemotaxonomic analysis showed that the DNA GC content of strain
NG1.12T is 63.3 mol%. Its cellular fatty acid composition is mainly summed
feature 3 (containing iso-C17:1 ω9c and/or 10-methyl-C16:0), iso-C15:0, and
iso-C16:0. Chemotaxonomic and genotypic characteristics classified strain
NG1.12T in the genus Curtobacterium. Physiological results supported the
conclusion that strain NG1.12T differs from known species. We concluded
that strain NG1.12T should be classified as a novel species of the genus

Curtobacterium,

for

which

we

proposed

the

name

Curtobacterium

giheungensis sp. nov. The type strain is NG1.12T (=KACC 21521T = JCM
34267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사업[꿀벌 유전체 기반 병해충 방제 기법 개발 (PJ015763022021)]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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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Artificial queen rearing techniques Apis mellifera mellifera L. in the north
of the Russia Federation (Perm region)

Olga Frunze1,VladimirMakarov2,EunJinKang1,KyungMoonKim1,YongSooСhoi1*

1

Department of Agricultural Biology,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2

Headofbreedingcompany“Permbees”LTD,Perm,Russia

Responsible breeding activities have to regard the natural reproductive biology of
honey bees. We describe the adapted technique of Apis mellifera mellifera L.
(Prikamskaya bred type) bee breeding for queen production in the northern environment
in the Russia Federation in pure breeding apiary. There are about six queen-rearing
cycles for the active season. From the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A. m. mellifera
colonies can successfully rear queens under dry grafting of 15-16 instar larvae on frame
in queenless colony conditions for larvae acceptance in 70-80%. The strong honey bee
colony can accept two frames with grafted larvae. The natural mating was proved in
mating hives with partition wall between colonies.

Honey bees of the Prikamskaya

breed type represent a valuable resource for the recovery of the Apis mellifera mellifera
L. population under the conditions of crossbreeding by southern bees in Russia
Federation.

Keywords: Apis mellifera mellifera L.,

bee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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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

Upregulation of transferrin and major royal jelly proteins in the
spermathecal fluid of mated honeybee (Apis mellifera) queens
Hee Geun Park

1College

1,†

, Bo Yeon Kim1,†, Jin Myung Kim1, Yong Soo Choi2, Hyung

Joo Yoon2, Kwang Sik Lee1,* and Byung Rae Jin1,*

of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 Dong-A University, Busan
49315,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Agricultural Biology,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Wanju 55365, Republic of Korea
Sperm storage in the spermathecae of honeybee (Apis mellifera) queens is
vital for reproduction of honeybees.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s
whereby queens store sperm in a viable state over prolonged periods in the
spermatheca are not fully understood. Here, we conducted RNA sequencing
analysis of the spermathecae in both virgin and mated A. mellifera queens
24 h after mating and observed that the genes encoding transferrin (Tf)
and major royal jelly proteins (MRJPs) were differentially expressed in the
spermathecae of mated queens. The concentrations of Tf and antioxidant
proteins

such

as

superoxide

dismutase

1,

catal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 as well as the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H2O2, and iron
were higher in the spermathecal fluid of the mated queens than in virgin
queens. Tf upregulation is likely to perform a protective role against the
Fenton reaction occurring between iron and H2O2 in the antioxidant
pathway in the mated queen’s spermathecal fluid. Furthermore, MRJPs,
especially MRJP1, MRJP4, and MRJP6, were upregulated in the mated queen’s
spermathecal fluid, indicating that they may serve as antimicrobial and
antioxidant agents as well as an energy source for stored sperm in the
spermathecal fluid of honeybee queens. Together, our findings show that Tf
and MRJPs are upregulated in the spermatheca and spermathecal fluid of
mated honeybee qu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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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Lipolytic activity of a carboxylesterase from bumblebee
(Bombus ignitus) venom
Yijie Denga, Bo Yeon Kima, Kyeong Yong Leeb, Hyung Joo Yoonb, Hu Wanc,
Jianhong Lic, Kwang Sik Leea,*, Byung Rae Jina,*

ollege of N 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 D ong-A U niversity, B usan
49315, Republic of Korea
bD epartment of Agricultural B iology, N 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Wanju 55365, R epublic of Korea
aC

c

College of Plant Science and Technology,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Wuhan 430070, PR China

Bee venom is a complex mixture composed of peptides, proteins with
enzymatic properties, and low molecular weight compounds. Although the
carboxylesterase in bee venom has been identified as an allergen, the
enzyme's role as a venom component has not been previously elucidated.
Here, we show the lipolytic activity of a bumblebee (Bombus ignitus) venom
carboxylesterase (BivCaE). The presence of BivCaE in the venom secreted
by B. ignitus worker bees was confirmed using an anti-BivCaE antibody
raised

against

a

recombinant

BivCaE

protein

produced

in

baculovirus-infected insect cells. The enzymatic activity of the recombinant
BivCaE protein was optimal at 40 °C and pH 8.5. Recombinant BivCaE
protein degrades triglycerides and exhibits high lipolytic activity toward
long-chain triglycerides, defining the role of BivCaE as a lipolytic agent.
Bee

venom phospholipase

A2 binds to mammalian cells

and

induces

apoptosis, whereas BivCaE does not affect mammalian cells. Collectively,
our data demonstrate that BivCaE functions as a lipolytic agent in bee
venom, suggesting that BivCaE will be involved in distributing the venom
via degradation of blood triglyce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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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Anti-fibrinolytic activity of a metalloprotease inhibitor from bumblebee
(Bombus ignitus) venom
Bo Yeon Kima, Kwang Sik Leea, Kyeong Yong Leeb, Hyung Joo Yoonb,*,
Byung Rae Jina,*

ollege of N 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 D ong-A U niversity, B usan
49315, Republic of Korea
bD epartment of Agricultural B iology, N 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Wanju 55365, R epublic of Korea
aC

Bee venom is a mixture of bioactive components that include proteases
and protease inhibitors. A metalloprotease inhibitor has been predicted to
be a bumblebee-specific toxin in the venom proteome of Bombus terrestris;
however,

the

identification

and

functional

roles

of

bee

venom

metalloprotease inhibitors have not been previously determined. In this
study,

we

identified

a

bumblebee

(B.

ignitus)

venom

metalloprotease

inhibitor (BiVMPI) that exhibits anti-fibrinolytic activity. BiVMPI contains a
trypsin

inhibitor-like

cysteine-rich

domain

that

exhibits

similarity

to

inducible metalloprotease inhibitor. Using an anti-BiVMPI antibody raised
against a recombinant BiVMPI protein produced in baculovirus-infected
insect cells, the presence of BiVMPI in the venom gland and secreted
venom of B. ignitus worker bees was confirmed. The recombinant BiVMPI
protein demonstrated inhibitory activity against a metalloprotease, trypsin,
chymotrypsin, protease K, and plasmin, but not subtilisin A, elastase, or
thrombin. Additionally, the recombinant BiVMPI bound to plasmin and
inhibited the plasmin-mediated degradation of fibrin, demonstrating an
anti-fibrinolytic role for BiVMPI as a bee venom metalloprotease inhibitor.
Our

results

provide

the

first

evidence

for

the

identification

anti-fibrinolytic activity of a metalloprotease inhibitor from bee ve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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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6

꿀벌 육종 계통별 로열젤리 생산성 비교
박보선1, 김경문1, 올가프런제1, 김주경1, 김동원1, 최용수1, 강은진1
1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국내 로열젤리 산업은 전체 양봉산업의 6%정도 차지하며, 경제적으로는 281억 규모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로열젤리 산업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 로
많은 노동력의 투입이 있는데, 노동력 대비 효율적인 로열젤리 생산을 위한 꿀벌의
계통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사육동에서 2019년
조성한 FD, VF 계통과, 2020년 조성한 CD, VD 계통에 대한 로열젤리 생산성을 비
교해보았다. 대조군으로는 2013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장원벌을 이용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이충을 위하여, 이충 방법, 시기, 사양, 화분 급이 등을 동일하게 하였
다. 각 계통별로 3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충은 이충틀 당 66개씩 왕대를 부착하
여 봉군당 한 틀씩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이충 4일 후에 이충 접수율 및 왕대 당 로
열젤리 생산량을 비교하였다. 시험봉군의 이충 결과, 접수율은 VD 계통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계통들은 장원벌에서의 접수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충으로 조성된 왕대 당 평균 로열젤리 생산량은 VF, CD 계통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원벌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였다. 접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VD 계통에서의 로열젤리 생산량은 장원벌보다 높
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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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온도 센서를 이용한 서양종 꿀벌 월동 종료 시기 모니터링
박보선1, 김경문1, 올가프런제1, 김주경1, 김동원1, 최용수1, 강은진1
1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서양종 꿀벌의 월동 종료 시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벌통 내부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여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벌통 내부의 온도를 관찰하였다. 총 5봉군의 벌통을
이용하였으며, 벌통 내 온도 센서는 꿀벌 소비의 가장자리부터 안쪽까지 총 9개의 센
서를 부착하여, 벌통의 가운데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에 각각 하나씩 설치하였다. 꿀벌
의 내부 온도와 비교를 위하여, 야외에 백엽상을 설치하여 실외 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외부 온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벌통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온도 센서
에서는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꿀벌의 활동에 의
한 열이 측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꿀벌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벌통의 가
운데 지점에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벌통의 가운데 지점의 온도 센서
를 모니터링 한 결과, 벌통 내부의 온도는 20년 10월 말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1
년 2월 3일(음력 12월 22일, 입춘) 경에는 6℃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떨어
진 온도는 2월 7일(음력 12월 26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월 9일(음력 12월 28
일)이 되면서 30℃까지 오르게 되고 이후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꿀벌 봉
군 내 온도가 30℃가 되었다는 것은 꿀벌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실험을 통하여 꿀벌의 월동 종료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꿀벌 봉군의 내부 온도 변화 측정을 통하여 꿀벌의 활동 시기 및 월동기를 확
인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월동 종료시기 관찰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봄철 벌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스마트 양봉에도 활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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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introd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Apis cerana exotic
species into Korea
Yong Soo Choi, Dong Won Kim, Eun Jin Kang, Olga Frunze, Bo Sun Park, Kyung
Mun Kim

Department of Agricultural Biology,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RDA,
Wanju 565-851, Republic of Korea 166, Nongseaengmyeong-ro, Ia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ince 2009, the number of native bees(Apis cerana) in Korea has decreased
rapidly due to the spread of Scbrood virus disease(SD) in the countr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ew line of A, cerana to against of Sacbrood
virus disease has recently been bred and distributed. The number of A.

cerana in Korea has recently increased steadly due to the proliferation of
hybrids as the spread of A. cerana to resistant of Sacbrood virus has
expanded. Howe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conducted by the discovery
of many yellow worker bees in Korea since 2019, the mitochondria partial
gene analysis showed that the three bases differed from the A. cerana in
Korea, and the external color difference and classification showed that
Asian honeybees of the Chinese yellow line A. cerana were mixed with
Sacbrood virus-resistant breeds. A. cerana have excellent survival ability in
wild forest, which can lead to rapid hybridization of A. cerana (Dark color)
in Korea, causing problems of difficulty in maintaining pure A. cerana in
Korea.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tect and succeed the
domestic A. cera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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