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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technology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control of sweet-potato whitefly, Bemisia tabaci, by controlling it’s behavior with a 

push-pull strategy in tomato greenhouse. B. tabaci showed the highest attractant 

rate in yellow color, and was most attracted to the light source of 520nm, whereas 

it showed an avoidance response to the complex light treatment of 450 + 660nm. 

Two natural enemies, Nesidiocoris tenis and Orius laevigatus had the highest 

attractiveness to the light source of 520nm. B. tabaci was repellent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ocimene and carvacrol, while methyl isonicotinate showed the 

most attractant response. When buckwheat was added into the tomato greenhouse, 

the density of N. tenis, a natural enemy, had been maintained at about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untreated for 15 days. As a result of the combined 

treatment of push-pull strategy, the density per trap of B. tabaci was 3 times lower 

than that of non-treated and the control effect increased with time and reached up 

to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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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경기지역 주요 시설재배지에서 가루이류 발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북부 일부지역을 제

외하고 대부분 담배가루이의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는 1998

년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해충으로 주로 시설하우스의 채소와 관상용 작물 등 약 900종 이

상의 기주를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0; Helmi, 2011). 

  총채벌레류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원예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해충으로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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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00여종 이상 보고되어 있는데, 이중 87종이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mirozer et al., 2012). 성충이나 유충이 꽃이나 과실, 잎들을 섭식하거나 산란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생육은 물론 상처나 반점 등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까지 24종의 총채벌레가 보고되었고 1990년에는 63종으로 지속적인 분류 연구

가 되어 오고 있는데(Woo et al., 1991), 1960년대 이후 농업생태계에 다양한 작물의 유입

과 작부체계의 전환, 특히 원예작물의 재배양식이 노지에서 항온, 항습, 고온조건의 시설재

배로 바뀌면서 총채벌레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Woo, 1972).

  Push-pull 전략은 해충이나 천적의 행동 제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

키고자 하는 통합 해충 관리 방안으로써, Heliocoverpa sp.의 유인 또는 기피반응을 방제에 

이용하고자 1987년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기술이다(Cook et al., 2007; 

Bhattacharyya, 2017). 이 전략은 해충을 방제하는 수단으로 초기에는 동반식물(유인 또는 

기피용 식물)을 작물 재배지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으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적용 등 점차

적으로 이용 소재가 확대되고 있다(Cook et al., 2007; Bhattacharyya, 2017). 

  본 연구는 해충과 천적곤충의 생태정보를 기반으로 농가에서 천적을 손쉽게 이용하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push-pull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전략으로써 

해충과 천적곤충을 유인 또는 기피시킬 수 있는 보조식물, 트랩색깔, 휘발성 물질, 광원

(LED)등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작물재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내 비닐하우스에 토마토(슈퍼도테랑)를 봄작기는 

4월 상순, 가을작기는 8월 상순에 정식하였는데, 비료와 퇴비는 표준시비량에 준하였고, 농

가 표준재배법에 준하되 무농약으로 재배하였다.

 나. 주요 해충 발생패턴 분석

  천적투입 적기 설정을 위해서 Song et al.(2014)의 방법에 따라 토마토 하우스에서 노란

색끈끈이트랩을 9지점에 설치하여 일일 트랩당 가루이류 마리수를 조사해 발생소장을 전 작

기에 걸쳐 조사하였다. 

 다. 유인/기피용 보조식물 선발

  해충에 유인/기피 효과가 있는 보조식물을 선발은 2017년 전작기에 걸쳐 2회 실시하였다. 

시험용 식물로는 안개초, 로즈마리, 금잔화, 페츄니아,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라벤더, 제라늄, 

스위트바질로 총 9종을 이용하였다. 토마토 군락 내부에 각각의 식물체를 반복당 3포트씩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여 수행하였다. 해충밀도는 노란색끈끈이트랩을 토마토 상부에 설

치하여 매일 교체하며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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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인/기피용 색깔 선발

  해충의 예찰과 함께 방제를 병행할 수 있는 유색 끈끈이트랩과 나아가 유입차단용 유색 

방충망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처리색깔은 빨간색, 검은색, 흰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총 6종류로 하였으며, 두 개의 투명 끈끈이트랩 사이에 색지를 끼워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

하였다. 제작한 트랩들은 담배가루이의 발생량이 높은 비닐하우스에서 7일 동안 매일 위치

를 달리 하면서 일일 포획량을 조사하였다. 

 바. 유인/기피용 휘발성 물질 선발

  주요 해충에 유인 또는 기피효과 검정을 위해 methyl isonicotinate 등 12종의 휘발성 유

기 화합물을(표 2 참조) 이용해 토마토 하우스에서 효과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화합물들이 

처리된 루어(lure)를 노란색끈끈이트랩 가운데에 고정시킨 후 밀도조사를 통해 유인/기피 효

과를 분석하였다. 루어제조는 화합물을 30 ㎕씩 넣고 밀봉한 후 냉장조건(4℃)에서 24시간 

흡수시킨 후에 이용하였다. 처리 물질에 따른 해충의 트랩 채집량은 SAS(SAS Institute, 

2013)의 PROC ANOVA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후 선발된 물질을 농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구용 분필에 각 물질들을 100 ㎕씩 방울로 떨어드려 흡수시킨 후 걸어두는 방

식으로 개조하였다.

 사. 유인/기피용 LED 광원 선발

  보조식물과 패키지화할 수 있는 광원을 선발하기 위해 문헌을 토대로 450+660㎚의 복합

광을 포함해 520, 660, 730㎚의 LED 조명을 제작하였다. 시험은 외부의 광을 차단하고 온

도제어(25±2℃)가 가능하도록 자체 제작한 컨테이너(3m×3m×3m) 내부에서 실시하였는데, 

벽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광원을 설치하고 각 광원아래 무색의 끈끈이트랩을 고정시킨 토

마토 유묘를 배치한 후 중앙부에서 해충을 방사하여 24시간 후 광원별 포획된 마리수를 조

사하였다. 광원별 해충 유인율은 아크사인 변환 후 SAS의 PROC ANOVA를 이용해 분석하

였다(SAS Institute, 2013). 

 아. 천적곤충 유지식물 선발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류 천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식물(banker plant)을 선발하고자 

예비시험과 문헌조사를 통해 메밀을 선발하였으며,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해 해충과 대상천

적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해충의 밀도는 노란색끈끈이트랩을 이용해 매일 교체하면서 조사

하였으며, 천적곤충은 보조식물이 처리된 주변 토마토 6주에서의 밀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자. Push-pull 전략이용 해충 종합방제기술 효과 검정

  세부전략은 표 1, 그림 2와 같이 크게 해충을 유인, 천적을 유인/유지, 해충을 기피시키는 

전략으로 나누어 수립하였으며, 이들 세부전략들을 종합하여 투입하였다. 투입기술의 담배가

루이와 총채벌레류에 대한 방제효과 분석을 위해 토마토 군락을 9지점에 노란색끈끈이트랩

을 설치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하며 포획된 담배가루이 성충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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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적이용 토마토 주요 해충 방제를 위한 push-pull 전략

투입기술
Pull 전략 Push 전략

해충 유인 천적 유인/보존 해충 기피

광원(LED) 520 ㎚(작물외부) 450+660 ㎚(작물내부)
휘발성 물질 methyl isonicotinate(작물외부) carvacrol(작물내부)

유인식물 가지(작물외부) -
유인트랩 노란색끈끈이롤트랩(작물내부) -
투입천적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작물내부)

천적유지식물 메밀, Portulaca sp.(작물내부)
방충망 - 적색 방충망(작물외부)

그림 2. 천적이용 토마토 주요 해충 방제를 위한 push-pull 전략별 사진

3. 결과 및 고찰
 가. 주요 해충 발생패턴 분석

  토마토 하우스에서 담배가루이의 시기별 발생패턴 분석에 의한 초기 발생지점을 분석한 결과, 

담배가루이는 하우스 출입문 지점에서 유입이 시작된 이후 밀도가 증가하면서 군락내부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담배가루이와 함께 토마토와 딸기의 주요 해충인 총채벌레류에 

대한 유입 및 확산패턴도 같이 분석하였는데, 총채벌레류도 담배가루이와 유사한 6월 중순부터 

하우스 출입문 지점부터 유입되어 중앙부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였다(그림 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담배가루이와 천적곤충을 동시에 유인하고 나아가 천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우스 

출입문 주변을 선정하였다. 시설채소 재배지내 해충 발생초기에 해충을 효율적으로 유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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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인지점에 천적을 투입하게 된다면 해충발생에 관한 초기 예찰과 함께 투입된 천적이 효율적

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내부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천적이용 종합기술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점에 투입된 천적곤충의 먹이부족시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천적유지식물을 추가로 투입한다면 천적을 초기에 투입함으로써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천적의 투입량 또는 투입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토마토 하우스에서 담배가루이(B. tabaci) 유입 및 확산 유형.

그림 3. 토마토 하우스에서 총채벌레류 유입 및 확산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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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인/기피용 보조식물 선발

  토마토 하우스에서 보조식물 후보별 담배가루이에 대한 제어효과를 검정한 결과, 5월 상

순부터 6월 상순까지 담배가루이의 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라늄은 무처리 대비 52% 낮

아 기피효과를 보였으며, 스피아민트와 로즈마리, 안개초, 스위트바질 처리구에서는 무처리 

대비 각각 265, 229, 204%의 높은 밀도를 보여 담배가루이에 대한 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총채벌레류에 대한 제어효과를 검정한 결과, 5월 상순부터 6월 상순까지 

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로즈마리, 페츄니아, 라벤더, 제라늄, 스위트바질의 경우 무처리 대

비 53∼61% 낮아 기피효과를 보였으며, 안개초와 금잔화, 스피아민트 처리구에서는 무처리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5). 제라늄의 경우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류에 대해 기피

효과를 보였으며, 향후 제라늄 추출물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제어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Yang et al.(2010)은 식물 에센셜 오일의 담배가루이에 대한 살충 및 기피효과 평

가 연구를 통해 입사향초 또는 목립백리향이라 불리는 Thymus vulgaris에서 추출한 오일의 

경우 강한 접촉독성과 Pogostemon cablin에서 추출한 오일(광곽향오일)의 강한 기피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식물 또는 그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이용해 담배가루이를 기피 또

는 직접적으로 방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조식물과 이들 추출물을 친환경 방제

제로 개발하여 농가에 활용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oschier et 

al.(2002)은 식물성 오일의 대만총채벌레 섭식저해 연구에서 라벤더 및 박하(Mentha 

arvensis L.)의 정유와 여러 농도의 로즈마리의 오일 처리에 총채벌레 섭식이 크게 감소하

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림 4. 토마토 하우스에서 보조식물체 처리에 따른 담배가루이 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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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토마토 하우스에서 보조식물체 처리에 따른 총채벌레류 밀도 비교.

  대만총채벌레를 우점으로하는 총채벌레류를 대상으로 했던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
을 보였다. 또한 Koschier et al. (2002)은 1%의 terpinen-4-ol을 식물체 잎에 처리할 경우 
대만총채벌레의 생존률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추후 천적곤충에 무해하다는 
조건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
라늄의 경우 토마토시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류의 유입을 억제하는 기피식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안개초의 경우 이들 해충에 대한 유인식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활용측면에서 기피식물의 경우 작물 재배용 하우스 주변에 식재하여 해충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인식물은 작물 재배용 하우스 외부에 식재하고 
토양처리용 침투이행성 살충제 처리 등을 처리함으로써(Choi et al., 2016) 유인된 해충 방
제용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유인/기피용 색깔 선발
  시험포장에 발생하는 총채벌레류 중에서는 가장 우점하고 있는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였다(그림 6). 담배가루이는 노란색에 유인율이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록색에 
대해서는 33.9%로 노란색 다음으로 높았다. 흰색에 대한 유인율, 1.6%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은 유인율이 모두 0.8% 이하로 낮아 유인보다는 기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그림 7). 

그림 6. 토마토 하우스에서 총채벌레류 종별 발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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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루이>                            <대만총채벌레>

그림 7. 담배가루이와 대만총채벌레의 트랩 색깔별 유인율 비교

 한편, 담배가루이에 기피효과를 보였으나 다른 해충들을 유인다면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

에 총채벌류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 결과, 대만총채벌레의 경우 흰색, 노란색, 파란색에 대한 

유인율이 각각 42.3, 37.6, 16.1% 순으로 높았으며, 빨간색과 검은색은 0.7% 이하로 유인율

이 낮아 담배가루이 시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그림 7). 

  유색트랩은 곤충의 밀도를 예찰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Kim and Lim(2011)은 담배가

루이의 시각반응을 이용해 담배가루이를 보다 더 포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의 원형의 무늬가 들어간 끈끈이트랩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담배가루이와 대만총채벌레의 경우 노란색트랩에 가장 많이 유인되나 검은색트랩에는 거의 

포획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Vernon and Gillespie(1995)는 오이 하우스에서 꽃노랑

총채벌레의 색깔반응 연구를 통해 노란색트랩 대비 보라색이나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이 들

어있는 색깔트랩에 확연하게 더 이끌린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만총채벌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파란색에 다소 유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7), 총채벌레 종의 특성 차

이로 생각되며, 대만총채벌레의 경우 빨간색 배경에 노란색이 들어있는 끈끈이트랩을 이용

한다면 포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추가 확인시험이 필요할 것이다. Chu et 

al,(2000)은 가루이류와 총채벌레류, 매미충류 등 주요 흡즙성 해충들은 490∼600 ㎚의 스펙

트럼의 색깔을 선호하는데, 이들 색깔들은 초록색 잎 뒷 표면에서 분광 반사 파장과 유사하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곤충에 대한 색깔반응 연구는 색의 명조대비를 통해 해충의 색깔에 

대한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서 최종적으로 포획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시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란색의 경우 담배가루이 뿐만 아니라 대만총채벌레류에 

대한 유인용 유색 끈끈이트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적색이나 검은색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제작할 경우 외부로부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유인/기피용 휘발성 물질 선발

  담배가루이를 포함한 해충의 피해를 받은 식물체는 이에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휘발성 물질 중에서도 해충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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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방출하는 물질(Herbivore-induced plant volatiles, HIPVs)은 또 다른 해충이나 천적을 유

인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Dicke and Baldwin, 2010; Xiao et al,, 2012). 

  Tan and Liu(2014)는 토마토의 HIPVs 시험에서 진딧물을 인위적으로 접종했을 경우 담

배가루이의 기생성 천적인 Encarsia 속 2종과 포식성 천적인 O. sauteri가 유인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Li et al.(2014)은 해충의 피해로 인해 식물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물질과 유

사한 물질(Jasmonic acid) 처리로 담배가루이 천적곤충의 유인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휘발성 화합물들은 해충 또는 천적에게 전달되어 결국 천적을 유인함과 동시에 투입된 천적

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토마토, 딸기 재

배용 하우스에서 해충을 유인 또는 기피시킬 수 있는 휘발성 물질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표 2는 토마토 하우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 12종 처리에 따른 담배가루이 밀도를 비

교한 것이다. 무처리 대비 대부분 밀도가 낮게 나타난 가운데, ocimene과 carvacrol은 무처

리 대비 각각 26, 33%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담배가루이에 대한 기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반면 methyl isonicotinate 처리구에서 담배가루이의 밀도는 무처리 44.7마리 대비 

80.0마리로 179% 높게 나타나 유인 물질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토마토 하우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 12종 처리에 따른 총채벌레류 밀도를 비

교한 것이다. 모든 처리구에서 무처리 대비 총채벌레류 밀도가 낮게 나타난 가운데, 

carvacrol과 methyl jasmonate, ethyl isonicotinate은 무처리 대비 10%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나 총채벌레류에 대한 기피효과를 보였다. 

표 2. 토마토 하우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 12종 처리에 따른 담배가루이 밀도 비교

처리물질
마리/트랩/일(평균±표준편차)

1반복 2반복 3반복 평균1) 유인율(%)2)

Methyl isonicotinate 83 79 78 80.0±2.65 a 179
Dodecyl acetate 43 40 36 39.7±3.51 bc 89
Ethyl nicotinate 42 36 44 40.7±4.16 bc 91
Ocimene 15 11 9 11.7±3.06 i 26
cis-3-Hexenyl acetate 26 22 32 26.7±5.03 ef 60
Methyl salicylate 40 36 34 36.7±3.06 cd 82
cis-Jasmone 32 28 36 32.0±4.00 de 72
Ethyl isonicotinate 22 19 11 17.3±5.69 ghi 39
Carvacrol 15 11 18 14.7±3.51 hi 33
(1S)-(-)-Verbenone 20 17 20 19.0±1.73 gh 43
Methyl jasmonate 24 19 18 20.3±3.21 fgh 46
Methyl anthranilate 26 22 21 23.0±2.65 fg 51
무처리 38 46 50 44.7±6.11 b 100

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2) 유인율(%) = 물질별 유인 마리수/무처리 유인 마리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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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토마토 하우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 12종 처리에 따른 총채벌레류 밀도 비교

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2) 유인율(%) = 물질별 유인 마리수/무처리 유인 마리수×100.

반면 총채벌레류에 대해 유인효과가 높은 휘발성 물질은 탐색되지 않았다. Koschier et 

al,(2000)은 ethyl nicontinate의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유인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만총채벌레가 우점을 보였던 총채벌레류에 대한 

결과로서 이는 종의 특성 차이라고 생각된다. 

  농업 생태계에서 식물과 초식성 동물은 직·간접적으로 식물체의 대사산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휘발성 물질을 매개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cke and Baldwin, 

2010). Darshanee et al.(2017)은 온실가루이의 경우 토마토 잎에서 방출하는 

(Z)-3-hexen-1-ol, α-pinene, (E)-β-caryophyllene, α-humulene, azulene과 같은 휘발성 

물질에 강하게 이끌리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기주 선호성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push-pull 전략에 맞게 투입 천적곤충의 효율을 높이

면서 담배가루이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유인효과를 보인 methyl isonicotinate은 

담배가루이 유입이 시작되는 하우스 출입문 부위에 처리하고,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류에 

기피효과를 보인 carvacrol은 작물군락 내부에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유인/기피용 LED 광원 선발

  담배가루이는 520㎚의 광원에 대해서 유인율 66.5%로 가장 많이 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반면에 450+660㎚의 복합광 처리구에서는 유인율 3.7%로 기피반응을 보였다(표 4). 

Jahan et al.(2014)은 광원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유인 연구에서 녹색파장의 광원(526㎚)에 

처리물질
마리/트랩/일(평균±표준편차)

1반복 2반복 3반복 평균1) 유인율(%)2)

Methyl isonicotinate 19 25 22 22.0±3.00 bc 55
Dodecyl acetate 17 21 14 17.3±3.51 bc 43
Ethyl nicotinate 21 17 26 21.3±4.51 bc 53
Ocimene 4 5 6 5.0±1.00 e 13
cis-3-Hexenyl acetate 6 8 3 5.7±2.52 e 14
Methyl salicylate 21 36 19 25.3±9.29 b 63
cis-Jasmone 12 15 16 14.3±2.08 cd 36
Ethyl isonicotinate 3 5 4 4.0±1.00 e 10
Carvacrol 3 4 3 3.3±0.58 e 8
(1S)-(-)-Verbenone 7 4 11 7.3±3.51 de 18
Methyl jasmonate 5 4 2 3.7±1.53 e 9
Methyl anthranilate 9 2 15 8.7±6.51 de 22
무처리 38 32 50 40.0±9.17 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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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ype과 상관없이 담배가루이 성충이 가장 많이 유인되었으며, 파란색 LED 광원(526㎚)에

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시험의 결과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Zheng et al.(2014)은 가루이의 일종인 Aleurodicus dispersus
의 LED 광원 연구를 통해 보라색(405㎚) LED 트랩이 청색(460㎚), 녹색(520㎚), 노란색(570

㎚) 및 적색(650㎚) 트랩 대비 성충의 탁월한 유인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5㎚ 파장대의 LED 광원을 시험해 보진 않았지만, 가루이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을 감안

할 때 추후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표 4. LED 광원별 담배가루이 반응 밀도 비교

광원1) 광량
(Lux)

마리/트랩/일(%)2) 유인율
(평균±표준편차, %)3)1반복 2반복 3반복

450+660㎚ 5,154 1(1.6) 2(9.1) 1(0.4)  3.7±4.7c4)

520㎚(G) 1,497 45(71.4) 11(50.0) 200(78.1)  66.5±14.7a
660㎚(DR) 9,119 10(15.9) 5(22.7) 47(18.4) 19.0±3.5b
730㎚(FR)   87 7(11.1) 4(18.2) 8(3.1) 10.8±7.5bc

1) G: green, DR: dark red, FR: far red.

2) 담배가루이 방사량 : 약 350마리

3) 유인율(%) = 처리구 마리수/총 마리수×100, 

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표 5. LED 광원별 미끌애꽃노린재와 담배장님노린재의 반응 밀도 비교

광원
미끌애꽃노린재(마리,%) 담배장님노린재(마리,%)

합계
유인율

(%)접종수 유인수 유인율 접종수 유인수 유인율

450+660㎚ 500 23 4.6 250 25 10.0 48 22.3
520㎚(G) 500 118 23.6 250 45 18.0 163 75.8
660㎚(DR) 500 1 0.2 250 0 0.0 1 0.5
730㎚(FR) 500 3 0.6 250 0 0.0 3 1.4

 ※ 유인율(%) = 처리구 마리수/총 마리수×100, G: green, DR: dark red, FR: far red.

  식물체 중간지점에서 광원으로부터의 광량을 측정한 결과는 광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왔는

데, 광량과 유인율과는 정의 상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총채벌레류의 경우 처리된 

LED광원에 유인 또는 기피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데이터 미삽입). LED 광원이 천적곤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담배가루이 천적곤충인 담배장님노린재

(Nesidiocoris tenis)와 총채벌레류 천적곤충인 미끌애꽃노린재(Orius laevigatus) 모두 520

㎚의 광원에 가장 높은 유인반응을 보인가운데, 미끌애꽃노린재가 23.6%로 담배장님노린재 

18.0%보다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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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LED의 경우 담배가루이 유인효과가 높았음을 감안할 때 이 광원을 이용할 경우 

담배가루이와 천적곤충이 동시에 유인됨으로써 결국은 천적곤충의 먹이활동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담배가루이 초기 발생지점인 양 출입구와 측창주변에 해충 유인식물과 함께 520㎚의 

LED광원을 설치할 경우 담배가루이는 작물군락 내부로 유입되기 보다는 작물군락 외부에 

유인될 것이며, 이 시기에 천적곤충을 방사할 경우 천적곤충의 먹이활동이 용이해지면서 정착과 

번식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끌애꽃노린재의 경우 본 연구를 통해 banker plant로 개발한 

돌나물류(Portulaca sp.)를 투입함으로써 친환경적 방제 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 천적곤충 유지식물 선발

  그림 8과 그림 9는 천적 유지식물로 메밀을 토마토 하우스에 투입 후 천적곤충인 담배장
님노린재와 미끌애꽃노린재의 밀도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토마토 하우스에서 메밀 투입에 
따라 주요 천적인 담배장님노린재는 약 15일간 무처리 대비 16배의 매우 높은 유인/유지 효
과를 보였다. 따라서 담배가루이의 생물적 방제를 위해 담배장님노린재를 이용할 경우 메밀
을 투입을 통해 방제효율과 투입량을 줄일 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 토마토 하우스에서 메밀 혼식에 따른 담배장님노린재 밀도 변화.

그림 9. 토마토 하우스에서 메밀 혼식에 따른 미끌애꽃노린재의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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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천적유지식물(메밀)과 천적(담배장님노린재) 처리에 따른 담배가루이 밀도 비교.

  토마토 하우스에 천적유지식물인 메밀을 투입하고 담배가루이의 밀도변화를 조사하였다. 

메밀이 혼식된 토마토 하우스에서 담배가루이의 밀도는 무처리 대비 약 5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그림 10), 담배장님노린재가 메밀에 머무르면서 주변 담배가루이의 밀도를 효

과적으로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미끌애꽃노린재는 28%의 낮은 유인/유지 효과를 보였

으며, 7일 이내에 주변으로 이탈한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미끌애꽃노린재를 유지할 수 있는 

보조식물의 추가적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 Push-pull 전략이용 해충 종합방제기술 효과 검정

  Push-pull 전략의 종합처리 결과, 처리 50일 경과 후 담배가루이의 트랩당 밀도는 무처리 

801.7마리 대비 종합처리구의 경우 250.8마리로 3배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시

기별 방제효과도 최고 68.7%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1). 

총채벌레류의 밀도는 초기 약 3배의 낮았으며 최대 74.5%의 방제가를 보였는데, 후기로 

갈수록 총채벌레류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밀도가 억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2). 

  종합기술 투입에 따른 처리간 수량성을 비교한 결과, 무처리구의 경우 20.8%의 비상품과를 

제외한 10a 당 상품수량이 3,648kg이었던 반면, 종합처리구의 경우 무처리 대비 약 5% 감소

한 15%의 비상품과를 제외한 10a 당 상품수량이 5,230kg로 143.4% 증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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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마토 하우스에서 push-pull 종합기술 투입에 따른 담배가루이 방제효과.

그림 12. 토마토 하우스에서 push-pull 종합기술 투입에 따른 총채벌레류 방제효과.

표 6. 토마토 Push-pull 종합기술 투입에 따른 수량 비교(kg/10a)

종합처리구 무처리구

상품과(%) 비상품과(%) 합계 상품과(%) 비상품과(%) 합계

5,230 
(143.4)

924 (15.0) 6,154
3,648 
(100)

957 (20.8)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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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pull 종합기술 투입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관행 생물적 방제기술 보다 개선

된 생물적 방제기술을 투입할 경우 10a 기준 732,400원의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표 7). 수입증가 요인은 상품과 수량성 증가에 따른 토마토 판매 수입이며, 주요 지출

요인은 해충과 천적을 유인 또는 기피시키기 위한 LED 광원의 설치비용이었다. 또한 해충 

유인/기피용 물질 구입비용도 약 50만원 수준이었다. 

표 7. 토마토 재배시 Push-pull 종합기술 투입에 따른 경제성 비교(10a 기준)

개선된 생물적 방제(A) 관행 생물적 방제(B)

<지출액> 3,096,000원
 - LED 설치비 : 2,120,000원 
  ·유인용(2개, 출입구) : 320,000원
  ·기피용(30개, 작물내부) : 1,800,000원
 - 노란색끈끈이트랩(롤) 설치 : 150,000원 
  ·50,000원/대×3롤=150,000원
 - 해충 유인/기피 물질 구입비 : 458,000원 
  ·methyl isonicotinate(100㎕/10g)=234,000원
  ·carvacrol(100㎕/10g)=224,000원
 - 해충 유인식물 구입비 : 1,000원
  ·가지 묘×500원×2개=1,000원
 - 천적구입비 : 345,000원 
  ·미끌애꽃노린재: 49,000원×3병=147,000원
  ·담배장님노린재: 66,000원×3병=198,000원
 - 천적유지식물 구입비 : 22,000원 
  ·메밀(종자)×2,000원×1봉=2,000원
  ·돌나물류(Portulaca sp.)×10,000원×2개=20,000원

<수입액> 9,234,600원
 - 토마토 판매수입 : 9,234,600원
  ·생산량 : 5,230kg
  ·판매가 : 17,657원/10kg×5,230kg=9,234,600원
 - 계(A) : 9,234,600-3,096,000=6,138,600원

<지출액> 1,035,000원
 - 천적구입비 : 1,035,000원 
  ·미끌애꽃노린재: 49,000원×9병=441,000원
  ·담배장님노린재: 66,000원×9병=594,000원

<수입액> 6,441,200원
 - 토마토 판매수입 : 6,441,200원
  ·생산량 : 3,648kg
  ·판매가 : 17,657원/10kg×3,648kg=6,441,200원
 - 계(A) : 6,441,200-1,035,000=5,406,200원

o  추정수익액(A-B): 6,138,600–5,406,200 = 732,400원

  하지만, LED 광원의 경우 상용화 제품이 없어 주문제작 비용이 포함되었고 1회 설치로 

향후 장기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해충의 유인/기피용 물질 또한 투입양이 극히 적어 한번 

구입으로 수년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

물적 방제기술이 정착되고 이 기술에 투입되는 제품들이 생산된다면 투입비용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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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로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이 이용할 경우 해충의 유인기술을 통해 농업인은 농작물

에 해충의 발생초기 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천적곤충의 투입 등 해충 발생 초

기에 방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입된 천적은 먹이원인 해충의 밀도

가 적더라도 천적 유지기술을 통해 하우스내에서 증식하다가 해충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제활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천적의 투입량 절감을 통해 기존 천적 구입비와 낮

은 효율성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적  요

  외부환경에 대한 곤충의 유인/기피 습성을 이용해 토마토 하우스에서 담배가루이와 총채벌

레류에 대한 push-pull 방제기술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담배가루이와 총채벌레류에 기피효과를 보이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로 carvacrol, 담

배가루이 유인물질로 methyl isonicotinate를 선발하였음.

  나. 담배가루이의 유인 광원으로 520nm LED를, 기피 광원으로 450+660nm LED를 선발

하였으며, 520nm LED는 천적곤충인 미끌애꽃노린재와 담배장님노린재에 대한 유인

효과도 확인되었음.

  다. 토마토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총채벌레류는 대만총채벌레가 61.2%로 우점하고 있었으

며, 꽃노랑총채벌레가 17.9%, 기타 순이었음.

  라. 토마토 재배시 주요 해충인 대만총채벌레의 색깔별 유인율은 흰색트랩(42.3%), 노란색

(37.6%), 파란색(16.1%), 기타 순으로 높았으며, 담배가루이의 유인율은 노란색

(62.4%), 초록색(33.9%), 기타 순으로 높았음.

  마. 주요 천적인 담배장님노린재 유지식물로 메밀을, 미끌애꽃노린재 유지식물로는 돌나물

류(Portulaca sp.)를 선발하였음.

  바.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는 출입문 양측에는 해충 유인부(520nm LED+가지+methyl 

isonicotinate+메밀, Portulaca sp.+노란색끈끈이롤트랩)를, 작물 군락내부에 해충 제

어부(450+660nm LED+carvacrol)를 처리하고 천적곤충 2종(미끌애꽃노린재와 담배장

님노린재)을 투입했을 경우 각각 68.7, 74.5%의 최고 방제효과를 보였음.

  사. 토마토 재배시 Push-pull 종합기술 투입에 따라 관행 생물적 방제기술 대비 비상품과

율은 5.8% 감소하였으며, 상품수량은 43.2%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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