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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mperature-related parameters of Panonychus citri (McGregor) (Acarina: Tetranychidae) development were estimated

and a stage-structured matrix model was developed. The lower threshold temperatures were estimated as 8.4℃ for eggs, 9.9℃ for 

larvae, 9.2℃ for protonymphs, and 10.9℃ for deutonymphs. Thermal constants were 113.6, 29.1, 29.8, and 33.4 degree days for 

eggs, larvae, protonymphs, and deutonymphs, respectively. Non-linear development models were established for each stage of P. 

citri. In addition, temperature-dependent total fecundity, age-specific oviposition rate, and age-specific survival rate models were 

developed for the construction of an oviposition model. P. citri age was categorized into five stages to construct a matrix model: eggs,

larvae, protonymphs, deutonymphs and adults. For the elements in the projection matrix, transition probabilities from an age class

to the next age class or the probabilities of remaining in an age class were obtained from development rate function of each stage (age

classes). Also, the fecundity coefficients of adult population were expressed as the products of adult longevity completion rate 

(1/longevity) by temperature-dependent total fecundity. To evaluate the predictability of the matrix model, model outputs were 

compared with actual field data in a cool early season and hot mid to late season in 2004. The model outputs closely matched the 

actual field patterns within 30 d after the model was run in both the early and mid to late seasons. Therefore, the developed matrix 

model can be used to estimate the population density of P. citri for a period of 30 d in citrus orch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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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 보고된 귤응애 온도발육자료를 이용하여 온도발육 관련 매개변수 값을 추정하고 개체군 동태 추정에 필요한 행렬모형을 작성하였다. 귤

응애 발육영점온도는 알 8.4℃, 유충 9.9℃, 제 1약충 9.2℃, 제 2약충 10.9℃ 이었으며,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는 각각  113.6, 29.1, 29.8, 

33.4일도(DD)로 추정되었다. 귤응애 각 발육단계별 비선형 발육모형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산란모형 작성에 필요한 온도별 총산란수 모형, 연령별

누적산란율모형, 연령별 생존율 모형의 매개변수 값을 각각 추정하였다. 귤응애 연령군을 알,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성충 등 5단계로 구분하여

행렬모형을 작성하였다. 전환행렬의 구성요소인 다음 발육단계로 전이확률 또는 잔존확률은 각 발육단계의 발육률 함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성충

의 산란계수는 해당온도에서 성충수명 완료율과 총산란수의 곱으로 추정하였다. 수립된 행렬모형의 포장적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감귤원

에서 조사된 귤응애 실측밀도와 행렬모형으로 추정한 개체군 밀도를 비교하였다(2004년). 계절 초기 저온기와 계절중후기 고온기에 모형결과를 실

측치와 비교한 결과 알 및 성충 개체군은 계절초 및 중후기 모두 약 30일까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개발된 행렬모형을 이용하여 30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 귤응애의 개체군밀도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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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 data of P. citri and source references

Temp-

erature

(℃)

Egg Larva

Nymph Pre-

ovip-

ositon

Long-

evity

Fecu-

ndity
ReferencesProto-

Nymph

Deuto-

Nymph
Total

12 31.2 　-
1

- - - - 73.9 12.9 Yasuda, 1982

15 20.4 5.8 - - 14.9 - 23.3 37.3 Choi, 2006

15 18.3 5.8 5.5 7.5 13 5.4 32.2 16.5 Kasap, 2009

16 14.4 - - - - - 35.5 20.9 Yasuda, 1982

20 7.8 2.5 2.7 3.6 6.3 1.8 15.5 22.1 Kasap, 2009

20 8.8 2.2 - - 4.5 - 8.3 26.6 Choi, 2006

20 9.6 - - - - - 30.3 34.4 Yasuda, 1982

21 11.2 3.4 2.8 3.8 6.6 - - - Kim and Kim, 1999

24 7.7 2.2 2.1 2.5 4.6 - - - Kim and Kim, 1999

24 7.2 - - - - - 26.3 42.6 Yasuda, 1982

25 6.4 1.9 1.8 2.1 3.9 1.3 14.6 25.6 Kasap, 2009

25 5.5 1.5 - - 4 - 6.3 28.4 Choi, 2006

25 - - - - - - 14.9 67 Gotoh et al., 2003

27 5.9 1.9 1.4 2.2 3.6 - - - Kim and Kim, 1999 

28 5.8 - - - - - 13 12.6 Yasuda, 1982

30 4.9 1.6 1.4 1.5 2.9 - - - Kim and Kim, 1999

30 4.9 1.3 1.7 2 3.7 2.2 13.6 16.6 Kasap, 2009

30 4.8 1.3 - - 3.3 - 6.1 24.4 Choi, 2006

33 5 1.4 1.3 1.5 2.8 - - - Kim and Kim, 1999

32 5.3 - - - - - 10.5 7.3 Yasuda, 1982

35 4.3 1.4 1.4 2 3.4 　- - 　- Kasap, 2009
1
 No available data.

귤응애(Panonychus citri (McGregor))는 전 세계적으로 귤

나무속(Citrus 속) 과수의 중요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McMurtry, 

1985). 잎응애과(Tetranychidae)에 속한 다른 응애류와 같이 귤

응애는 높은 번식력, 약제에 대한 빠른 저항성 획득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환경조건에 따라 급속하게 번식하여 피해를 주기 때

문에 방제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귤응애

의 귤나무 수관내 분포특성을 활용한 밀도조사법이 개발되어

(Song et al., 2001) 방제시기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합리적인 귤응애 관리를 위해서는 개체

군 밀도증가 예측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응애류 개체군 동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의 컴퓨터 모형(시뮬레이션 모델)이 개발되었다(Dover et al., 

1979; Berry et al., 1991). 하지만 이러한 모형은 많은 복잡한 생

물적 매개변수가 필요하고, 그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실험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적은 실험자료

와 단순한 생물적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개체군 밀도 변동을 추

정할 수 있는 방법이 행렬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행렬모형은 

수명이 길고 1년에 1회 자손을 생산하는 동물에 적용하기 위하

여 개발되었으나, 온도 의존적 생리적 연령을 이용하여 곤충에 

적용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Bommarco, 2001; Caswell, 2001). 

최근 이런 행렬모형을 몇몇 곤충에 적용한 결과 이용 가능성이 

높았다(Choi and Ryoo, 2003).

Kim (2007)은 제한된 자료를 이용 귤응애 행렬모형에 필요

한 온도발육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시험적인 행렬모형을 작성하

고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행렬모형은 예비

연구의 성격으로써 응용곤충학 분야와 독자층이 다른 지역 내 

학술지에 소개되었고,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

니라 제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고된 귤

응애 온도발육 자료를 종합하여 보다 개선된 행렬모형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귤원에서 

귤응애 개체군 밀도변동을 분석하는 기구로써 행렬모형을 작성

하고 개체군 밀도 예측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으

며, 기타 귤응애 개체군 모형작성에 필요한 단위모형들을 추정

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온도발육 자료

귤응애 온도발육 관련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된 자료는 Table 1과 같다. 기존 보고된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해당 자료의 출처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기주식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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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류(Citrus 속)를 이용한 자료만 수집 이용하였다. 수집자료를 

알, 약충, 제 1약충, 제 2약충, 산란전기간, 성충수명 및 산란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같은 온도조건에서 알 및 약충 발육기간

은 출처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성충수명 및 산란수는 다소 차이

가 있었다.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시 동일한 온도에서 복수의 자

료 값이 있는 경우는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온도 발육모형 추정

발육영점온도 및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 추정 : 각 온도의 

발육기간에 역수(1/발육기간)를 취하여 발육율을 얻었으며, 온

도와 발육률(1/발육기간)간의 직선회귀식을 구하고, 이 식으로

부터 발육률이 0이 되는 온도를 추정하여 발육영점온도를 구하

였다. 각 발육단계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는 추정된 회귀

식 기울기의 역수 값(1/기울기)으로 구하였다. 회귀분석시 고온

영역에서 발육률이 감소하는 온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선형모형 : 귤응애 알, 유충, 제 1약충 및 제 2약충 발육단계에 

대하여 온도와 발육률 간의 관계를 경험적인 비선형발육모형인 

Gaussian 모형(Taylor, 1981; 식 1)를 이용하여 적합시켰다. 

  ⋅ 


     (1)

여기서 a = 최대 발육율, b = 최대 발육율을 보이는 온도, 그리고 

c = 곡선의 좌우 폭을 조절하는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매개변수 

값은 TableCurve 2D 프로그램(Jandel Scientific, 1996)을 이용

하여 추정하였으며, 이하 모든 수식의 매개변수도 이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산란모형을 구성하는 단위모형 추정

곤충의 산란모형(생식모형)은 온도별 총산란수, 연령별 산란

율, 연령별 생존율 등 3개의 단위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Curry 

and Feldman, 1987; Kim and Lee, 2003a). 이때 변온조건에서 

산란율 및 생존율 모형을 구현하려면 온도 의존적인 성충의 연

령(즉 일령, 日齡)을 온도와 독립적인 생리적 연령으로 변환시켜

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귤응애 성충수명의 역수 값을 성충발육

율(성충수명 완료율)로 취급하여 성충의 생리적 연령 추정에 이

용하였다.

성충수명 완료모형 : 온도(T)와 성충 발육율(1/성충수명, r(T)) 간 

관계는 Curry and Feldman (1987)이 개선시켜 변형한 Eyring 모

형(식 2: Eyring, 1935)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모형은 온도 증

가에 따라 성충수명이 감소하는 특성을 기술하는데 적합하였다. 

   ⋅⋅    (2)

여기서  는 추정해야할 매개변수이며, 이 식을 이용하여 성

충의 생리적 연령(Px)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3)

여기서 Px : n 번째 일(발육기간)에서 생리적 연령, r(Ti) : i 번째

일 온도에서 성충 발육율을 나타낸다.

온도별 총산란수 모형 : 본 모형은 온도에 따른 암컷 성충이 평생 

동안(수명기간) 낳을 수 있는 총 알 수(자식 수)의 분포를 나타낸

다. 연구자에 따라 귤응애 총 산란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장 넓은 온도범위에서 실험을 실시한 Yasuda (1982)의 자료

를 기반으로 하여 온도별 총산란수 모형을 추정하였고, 25℃에

서는 Kasap (2009), Choi (2006), Gotoh et al. (2003) 등 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Table 1). 온도와 총산란수의 관계를 나타

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생물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수식(모

형)은 없는 상태이며 경험적인 비선형식 또는 다항회귀식을 이

용하고 있다(Richards, 1959; Hilbert and Logan, 1983; Shaffer 

and Gold, 1985; Allen et al., 1995; Kim and Lee, 2003a, 2003b). 

본 연구에서는 식 1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온

도 x 및 총산란수 y에서 매개변수 a = 최대 산란수, b = 최대 산란

수를 보이는 온도가 되며, c = 총산란수 곡선의 분포를 조절하는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연령별누적산란율 모형 : 연령별 누적산란율(age-specific cumul-

ative oviposition rate)은 수명기간 동안 총 산란능력(산란수) 중

에서 어느 특정 연령시기까지 산란하는 알 수의 누적비율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 곤충 개체군 모형에서는 감마분포식이나 다

항회귀식 등이 많이 이용되었다(Mack et al., 1987; Mack and 

Smith Jr, 1992). 본 연구에서는 Weibull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식 4: Kim and Lee, 2003a). 

         (4)

여기서  는 추정해야할 매개변수이며, 성충의 수명을 생리

적 연령(Px, 식 3)으로 변환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연령별 누적산

란율(p(Px))을 계산하여 수식(모형)의 매개변수 값을 추정하였

다. 각 온도에서 생리적 연령에 대응하는 누적산란율은 일별 산

란수를 누적하여 각각을 총 산란수로 나누어 얻었다. 이런 과정

을 거쳐서 온도에 따른 산란곡선의 변이를 표준화시켜 온도와 

독립적인 누적산란율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모형추정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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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 자료는 Kasap (2009)이 보고한 것으로 연령별 산란수 그래

프 자료를 수치화하여 얻었다.

연령별 생존율 모형 : 연령별 누적생존율(age-specific survival 

rate)은 갓 우화한 어떤 성충집단이 시간이 경과하여 어느 연령

에 도달했을 때 살아있는 개체수의 비율이다. 지금까지 곤충의 

연령별 생존율을 표현하기 위하여 지수함수(Birley, 1977), Gompertz 

함수(Clements and Paterson, 1981; Readshaw and Van Gerwen, 

1983), Weibull 함수(Bartlett and Murray, 1986; Madden et al., 

1986) 등이 이용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 시그모이드 모형을 이용

하였다(식 5: Kim and Lee, 2003a).

 


    
(5)

여기서 s(Px) = 생리적 연령 Px에서 생존율,  = 50% 생존율에 

대응하는 생리적 연령,  = 매개변수이며, 성충의 수명을 생리적 

연령(Px, 식 3)으로 변환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연령별 생존율

(s(Px)) 값을 이용하여 수식(모형)의 매개변수 값을 추정하였다. 

어느 생리적 연령에 대응하는 생존율은 그때까지 생존수를 처

음 개체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Kasap (2009)이 

보고한 연령별 생존율 그래프 자료를 수치화하여 이용하였다. 

행렬모형 작성

귤응애 개체군 동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이한 연령군으로 

구성된 행렬모형[발육단계 내포 행렬모형](Lefkovitch, 1965)

을 이용하였다. 귤응애 발육단계는 알,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성충 등 5단계로 구분하였다. 기본 행렬모형은 아래와 같은 구조

를 가지고 있다.



       


  (6)

여기서 은 열벡터로써 이것의 구성성분 
 는 시간 t 에서 i-

번째 발육단계의 개체수이고, 
   는 시간 t+1 에서 개체

수이다. 본 연구에서 모형운영 시간 간격은 24h(1일)이 적용되

었다. 전환행렬 A의 각 구성인자들인 aij 는 i-번째 발육단계에서 

i+1-번째 발육단계로의 전이확률, 각 발육단계에 잔존확률 또

는 성충의 생식율 등을 나타낸다. 

열 벡터 즉 연령구조 벡터 
 는 시간 t 에서 개체군의 상태

(즉 개체군 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



  



 



 




 



 


 

(7)

여기는 
 , 

 , 
 , 

 , 
 은 각각 시간 t 에

서 알,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성충의 개체수를 표시한다. 전환

행렬   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8)

여기서  

는 시간 t 및 온도 T℃에서 성충의 생식율 계수를 

나타내며, 
 는 i-번째 발육단계에 있는 개체들이 발육을 완

료하여 i+1번째 발육단계로 이동하는 전이확률이다. 또한 



 는 i-번째 발육단계에 있는 개체들이 모형운영 시간단위 

내에서 발육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발육단계에 잔존하는 확률

을 나타낸다(i-발육단계는 순서대로 E(알), L(유충), PN(제 1약

충), DN(제 2약충), A(성충)를 나타냄). 

전환(전이)행렬의 각 인자에 대하여 앞에서 추정한 각 발육단

계의 발육모형을 바탕으로 어떤 발육단계에서 다음 발육단계로 

이동하는 전이확률(

 ) 및 그 발육단계에 잔존확률(


 )

을 구하였다.



   









    


 

(9)

여기서 




는 온도 T℃에서 i-번째 발육단계의 발육률이다.

생식률 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 





 (10)

여기서  

 온도 T℃에서 암컷의 총 산란수,  

는 성충

의 발육율이다(1/수명). 각 발육단계의 생존율이 고려되는 경우

는 
 는  

⋅
 로 추가할 수 있다(  : i-번째 발육단계

의 생존율).

행렬모형 포장적합

행렬모형 시뮬레이션 : 수립된 행렬모형의 실제 유효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실제 감귤과원에서 조사된 귤응애 개체군 밀도를 

행렬모형의 초기 값으로 입력하여 밀도증가를 추정한 다음 실

측치와 비교하였다. 포장상태에서 귤응애 발육단계별 생존율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므로 임의로 80%를 적용하였다. 성비(암컷

의 비율)는 0.7 (Yasuda, 1982)로 가정하였다. 

제한된 자원 환경(감귤 잎)에서 귤응애의 밀도가 무한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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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al rate curves of P. citri,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development rate. A = Eggs, B = Larvae, 
C = Protonymphs, and D = Deutonymphs.

할 수 없기 때문에 밀도의존적 요소를 추가하였다. 감귤 잎 당 귤

응애 최대 발생밀도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알을 포함하여 900이 최

고 기록이었다(Takafuji, 1983). 따라서 감귤 잎의 귤응애 수용

능력(K)을 잎 당 900마리로 설정하였으며, 밀도의존적 효과

(D(N))가 성충의 산란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Takafuji (1983)가 제시한 바에 따라 밀도가 산란능력에 미

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D(N) = (K-N)/K (N = 귤응애 밀도, N > K이면 D(N)=0 적용)

따라서 최종적인 성충의 산란수는  
⋅  으로 추정

하였다.

행렬모형 전개에 필요한 온도는 감귤포장에 가장 가까운 제

주 지방기상청 기상대 자료(대기 평균온도)를 이용하였다. 

포장자료 : 제주시 도련동 일반재배 포장(관행적 약제관리)에서 

조사된 자료(2004)를 이용하였다(Kim, 2005). 본 자료는 잎 당 

귤응애 발생밀도를 조사한 것으로 저온기인 생육초기(4월 28

일～6월 9일) 및 고온기인 생육중후기(8월 2일～9월 27일)로 

분리하여 예측치와 비교하였다. 계절초기 초기밀도로 4월 28일 

조사된 잎 당 알 1.14, 약충 0.26, 성충 0 마리 자료를 입력하였으

며 약충 수는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각각 0.0867마리로 균등

히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계절중후기 초기밀도로 8월 2일 조사

된 잎 당 알 0.68, 약충 0.06, 성충 0.04 마리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약충 수는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각각 0.02마리로 균등히 분

할하여 사용하였다. 모형결과는 알, 약충(유충+제 1약충+제 2

약충), 성충으로 구분하여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결 과

온도발육관련 매개변수

귤응애 알,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발육율과 온도와의 관계

는 Fig. 1과 같았다. 모든 발육단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발육률

이 증가하다가 고온에서는 오히려 발육률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변온동물의 온도의존 발육양상을 보였다. 각 발육단계의 추정

된 발육영점온도는 알 8.4℃, 유충 9.9℃, 제 1약충 9.2℃, 제 2약

충 10.9℃ 이었으며 발육완료에 필요한 전산온도는 각각 113.6, 

29.1, 29.8, 33.4일도(DD)가 되었다(Table 2). 알부터 성충이 될 

때가지 적산온도는 평균 발육영점온도 9.6℃에서 205.9일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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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velopmental threshold temperatures and thermal requirements for P. citri development completion

Stage
Regression Low-threshold

Temp.(℃)

Thermal

constant, DD
b

Equation
a

R
2

Eggs y=0.008802x-0.073671 0.96 8.4 113.6

Larvae y=0.034309x-0.340370 0.88 9.9 29.1

Protonymphs y=0.033540x-0.308812 0.93 9.2 29.8

Deutonymphs y=0.029980x-0.325379 0.97 10.9 33.4

Mean or sum 9.17 172.5

a
y=ax+b, where y is the developmental rate (1/days) and x is the temperature.
b
DD was calculated as the reciprocal of slope in each regression equation.

Table 3. Estimated parameter values for adult longevity completion rate(1/longevity), temperature-dependent total fecundity, 
age-specific oviposition rate, and age-specific survival rate of P. citri

Model Parameter Estimated SEM R
2

Adult develoment (1/longevity)
 0.0058 0.00174

0.91
 22.8363 8.19534

Total fecundity

a 42.3077 4.96578

0.86b 21.9017 0.69451

c 5.0806 0.76542

Age-specific oviposition rate
 0.7338 0.01674

0.89
 1.9278 0.12768

Age-specific survival rate
 1.1242 0.01221

0.96
 -0.1240 0.00956

온도에 따른 귤응애 발육률은 이용된 비선형모형에 잘 적합

되었다. 즉 각 결정계수(R
2
)는 알 0.96, 유충 0.92, 제 1약충 0.95, 

제 2약충 0.92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알 : F=114.9; df=9; 

P<0.001, 유충 : F=32.7; df=6; P<0.001, 제 1약충 : F=58.6; 

df=6; P<0.001, 제 2약충 : F=38.5; df=6; P<0.001). 각 발육단계

의 발육모형에 대한 추정된 매개변수 값은 Table 3과 같았다. 발

육율이 최대가 되는 온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인 b값은 알 37.3, 

유충 34.4, 제 1약충 32.9, 제 2약충 32.0로 추정되었으며 알이 가

장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산란관련 단위모형 추정 

귤응애 산란모형 작성에 필요한 추정된 단위모형 및 매개변

수 값은 Fig. 2 및 Table 3에 제시되었다. 온도와 성충수명과 관

계는 Fig. 2A와 같았다(F=64.5; df=6; P<0.001). 온도가 증가할

수록 성충 발육률 즉 성충수명 완료율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즉 성충수명의 감소), 반대로 저온에서는 감소하였다. 온도별

총산란수 모형은 Fig. 2B와 같았으며, 약 22.9℃(매개변수 b)에

서 최대 산란수인 42.3(매개변수 a)개를 보였다(Table 3, F=12.5; 

df=4; P=0.019). 귤응애 성충의 연령별산란율은 Fig. 2C와 같이 

시그모이드 형으로 증가하였고, 생리적 연령 0.73(파라미터 )

에서 50%의 산란을 완료하였다(F=708.5; df=88; P<0.001). 귤

응애의 연령별 생존율은 처음에는 사망률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중간연령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

였으며, 생리적 연령 1.12(파라미터 )까지 50%의 성충이 생존

하였다(F=2171.6; df=100; P<0.001). 

행렬모형 작성 

귤응애 각 발육단계별 온도발육모형, 성충 총산란수 모형 등

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25℃에서 전환행렬의 각 구성요소의 

값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귤응애 온도발육 및 행렬모형   241

Temperature (
o

C)

10 15 20 25 30 35

N
o
. 
to

ta
l 
e
g
g
s
 p

e
r 

fe
m

a
le

0

10

20

30

40

50

Observed

Estimated

Physiological age

0.0 0.2 0.4 0.6 0.8 1.0 1.2 1.4 1.6

R
e
la

ti
v
e
 p

ro
p
o
rt

io
n

0.0

0.2

0.4

0.6

0.8

1.0

15 
o

C

20 
o

C

25 
o

C

30 
o

C

Estimated

Physiological age

0.4 0.6 0.8 1.0 1.2 1.4 1.6

R
e
la

ti
v
e
 p

ro
p
o
rt

io
n

0.0

0.2

0.4

0.6

0.8

1.0

15 
o

C

20 
o

C

25 
o

C

30 
o

C

Estimated

Temperature (
o

C)

5 10 15 20 25 30 35

1
/L

o
n
g
e
v
it
y
 (

d
a
y
s
)

0.00

0.02

0.04

0.06

0.08

0.10

Observed

Estimated

A B

C D

Fig. 2. Component models for the P. citri  oviposition model. A = Adult longevity completion rate, B = Temperature-dependent total fecundity, 
C = Age-specific cumulative oviposition rate, and D = Age-specific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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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ypical example of the matrix model output for P. citri
showing the population dynamics of each stage. Population 
projections were conducted with an initial influx of 10 eggs per 
leaf, 30-year average temperatures from 1 March (1998–2007) in 
Seogwipo, and carrying capacity, K = 900.

즉 

  =


  =0.1487이며, 따라서 


  =1-0.1487

=0.8513이 된다. 산란률 계수  

 는  


∙





  

이므로 0.0582×35.1287=2.0445가 된다(밀도효과를 제외한 경

우). 이렇게 매일 평균온도를 바탕으로 전환행렬을 갱신함으로

써 변온조건인 실제 야외조건에서 귤응애의 개체군 밀도변동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행렬모형 포장적합 

임의의 초기밀도 잎당 알 10개(3월 1일) 및 잎당 최대밀도 

900마리(Carrying capacity, K)로 가정하고 평년온도(1998～

2007 평균온도, 서귀포 기상대)를 입력하여 행렬모형을 구동했

을 때 결과는 Fig. 3과 같았다.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인 개체군 성

장모형을 보이다가 각 발육단계별 도달할 수 있는 잎당 최고밀

도 수준에서 수렴 또는 진동하였다. 즉 성충은 약 400마리, 알은 

약 230개, 약충부터 제 2약충은 약 70마리 수준에서 평형을 이루

었다. 

2004년 실제 감귤원에서 조사된 귤응애 실측밀도와 행렬모

형으로 추정한 개체군 밀도를 비교하면 Fig. 4 및 Fig. 5와 같았

다. 계절초기 저온기 적합결과에서 알 개체군의 경우는 약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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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matrix model-predicted outputs with actual data from the early season of 2004. Vertical bars on the figure indicate 
standard errors. A = Eggs, B = Total larvae, protonymphs, and deutonymphs, and C =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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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matrix model-predicted outputs with actual data from the mid to late season of 2004. Vertical bars on the figure 
indicate standard errors. A = Eggs, B = Total larvae, protonymphs, and deutonymphs, and C = Adults.

까지 실측치와 예측치가 일치하였으며 그 후 차이가 벌어졌다

(Fig. 4A). 약충개체군의 경우는 15일 이후부터 모형이 과대평

가되었다(Fig. 4B). 성충개체군의 경우 처음에는 실측치와 예측

치 간 차이가 있었으나 약 40일후에는 예측치가 실측치의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Fig. 4C). 계절중후기 고온기 적합결과에서 

알 개체군의 경우는 약 30일까지 실측치와 예측치 간 큰 차이가 

없었다(Fig. 5A). 약충개체군의 경우는 모형 개시 초기부터 예

측치와 실측치 간 차이가 있었다(Fig. 5B). 성충개체군의 경우 

모형 개시 약 30일까지 실측치와 예측치 간 차이가 없었으며, 약 

45일후도 큰 차이가 없었다(Fig. 5C). 

고 찰

귤응애 온도발육 매개변수

귤응애는 전세계적으로 감귤류에서 중요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체군 발생(phenology) 및 모형 개발에 필요한 온도발

육 매개변수가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 있

다. 다만, UC-IPM (UC, 2011)에서 Yasuda (1982)의 자료를 바

탕으로 발육영점온도를 7.9℃로 추정하고 알 120.2일도, 약충

기간(유충～제 2약충) 227.4일도, 세대기간(알～알) 347.5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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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여 포장상태에서 발생예찰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기타 Fukuda and Shinkaji (1954)는 귤응애 알의 발육영점온

도는 8.01℃라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8.4℃와 큰 차이가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귤응애 온도발육 자료를 종

합하여 발육단계별 발육영점온도 및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

도 정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보고된 자료보다 더 폭 넓

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귤응애 발육단계별 발육모형은 개체군 

모형 작성에서 발육단계전이모형을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육률 적산을 통한 발육단계 전이모형은 

어떤 발육단계에서 다음 발육단계로 전이되는 개체수를 확률적

으로 추정할 수 있다(Kim et al., 2001). 어떤 발육단계의 발육률

을 누적하여 생리적연령이 ‘1’이 되는 시점은 전체 개체군 중 

50%가 발육을 완료하는 시점이 되며, 생리적연령에 따른 발육

완료분포 모형을 활용하여 발육을 완료하는 개체수의 비율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육완료분포 모형을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발육완료분포 모형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

육완료기간의 변이에 만 관여하기 때문에(Wagner et al., 1984) 

다른 근연종 응애류에서 추정된 값을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곤충의 산란모형(생식모형)은 온도별 총산란수, 연령별 산란

율, 연령별 생존율 등 3개의 단위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Curry 

and Feldman, 1987). 이때 변온조건에서 산란율 및 생존율 모형

을 구현하려면 온도 의존적인 성충의 연령(즉 일령, 日齡)을 온

도와 독립된 생리적 연령으로 변화시켜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귤응애 성충수명의 역수 값을 성충발육율(성충수명 완료율)로 

취급하여 성충의 생리적 연령 추정에 이용하였다. 또한 온도별 

총산란수 모형뿐만 아니라 성충의 생리적연령에 기반하여 연령

별산란률 및 생존률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변

온조건의 해당온도에서 귤응애의 산란능력(총산란수)을 계산

하고, 여기서 해당 단위시간 동안 귤응애 생리적연령에 대응하

는 산란율과 생존율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귤응애 산란모형을 

작성하여 개체군 모형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m and Lee, 2003a).

행렬모형의 활용 및 개선

귤응애의 개체군 동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귤응애 연령군을 

알,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 성충 등 5단계로 구분하여 행렬모

형(발육단계 내포 행렬모형)을 작성하였다. 전환행렬의 각 구성

요소의 확률은 기존 보고된 온도발육 자료를 기초로 온도발육

관련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기존 보고된 Kim (2007)

의 행렬모형과 비교하여 약충 발육단계를 제 1약충과 제 2약충

으로 세분화시켰으며, 감귤 잎의 귤응애 수용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밀도의존적 효과가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귤응애 온도

발육 자료를 종합하여 전환행렬의 인자를 구성하는 매개변수값

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4년 제주시 도련동 일반재배 포장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

용하여 실제 감귤원에서 조사된 귤응애 실측밀도와 행렬모형으

로 추정하여 개체군 밀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알 및 성충 개체

군은 약 30일까지 예측치와 실측치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약충 개

체군 예측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포장상태와는 다른 

초기 밀도를 입력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즉 포장조사 자

료가 알, 약충, 성충으로 만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모형에 초기 밀

도를 입력할 때 약충 밀도를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으로 균등

히 배분하여 입력하였다. 물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Fig. 3)에

서 형성되는 연령분포는 유충, 제 1약충, 제 2약충의 비율이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만일 정확한 초기 값을 입력하였다

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비록 행렬모형이 지수함수적

으로 증가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으나 본 개발된 행렬모형

을 이용하여 30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은 귤응애의 개체군밀도 

증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초기 저온기 

및 계절중후기 고온기에 모두 단기예측이 가능하였으므로 어느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감귤은 노지를 포함하여 

시설 가온 및 무가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의존적 행렬모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또한 최근 지

구온난화에 따른 귤응애 발생량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하는 데

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Kim et al., 2009). 하지만 더 정확하고 

중장기 예측모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야외 상태에서 귤응애 개체군 밀도는 

천적, 강우 등 환경조건, 기주식물, 기상요인과 관련된 귤응애의 

생리적 반응 등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수용

능력(K = 900)에 도달할수록 사망률도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본 행렬모형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행렬모형

을 이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귤응애 밀도 예측을 위해서는 귤응

애 개체군 동태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환경 및 생물적 요인들에 

대한 매개변수들이 향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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