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Korean J. Appl. Entomol. 51(4): 461-467 (2012) pISSN  1225-0171,  eISSN  2287-545
DOI: http://dx.doi.org/10.5656/KSAE.2012.11.0.048

참딱부리긴노린재의 발육, 산란, 포식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김정환*ㆍ김황용

1
ㆍ변영웅

2
ㆍ최만영

3
ㆍ강은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1
농촌진흥청, 

2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화담당관실, 

3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과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Development, Oviposition and Predation of the

Bigeyed Bug, Geocoris pallidipennis  Costa (Hemiptera: Lygaeidae)  
Jeong-Hwan Kim*, Hwang-Young Kim

1
, Young-Woong Byeon

2
, Man-Young Choi

3
 and Eun-Jin Kang

Crop Protection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Suwon 441-707, Korea
1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441-707, Korea

2
Knowledge and Information Officer,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RDA, Suwon 441-707, Korea
3
Reclaimed Land Agricultur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lksan 571-080, Korea

ABSTRACT: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Geocoris pallidipennis were investigated at a constant temperature (20±1, 25±1, 30±1,

35±1, 37.5±1 and 40±1℃), under long day illumination 16:8 (L:D) and constant relative humidity (80±10%). From egg to adulthood, 

the lower developmental threshold and the effective accumulative temperature were 14.8℃ and 399.1 day-degree,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at 35℃ were as follows. The egg period was 5.6 days (hatchability: 81.1%) and the nymphal period was 14.3 days 

(1st: 3.2, 2nd: 2.2, 3rd: 2.7, 4th: 2.7, 5th: 3.6). Female longevity was 33.8 days and the oviposition period was 29.2 days. Total egg 

production was 111.2 eggs and the maximum daily egg production was 14.8 eggs (in 7th days). However, although some eggs and 

nymphs developed at 37.5℃, G. pallidipennis could not develop at 40℃, The total egg production at 40℃ was only 22.1 eggs. When G. 

pallidipennis was fed on Bemisia tabaci pupae, daily prey consumption by nymphs (1st, 3rd and 5th) and adults was 1.9, 7.3, 18.7 and 29.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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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참딱부리긴노린재의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도 20±1, 25±1, 30±1, 35±1, 37.5±1, 40±1℃, 습도 80±10%, 광주기 16:8 

(L:D)에서 발육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알부터 성충우화까지의 발육영점온도는 14.8℃, 유효적산온도는 399.1일도였다. 35℃에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알 기간은 5.6일, 부화율은 81.1%, 약충 기간은 14.3일(1령 3.2, 2령 2.2, 3령 2.7, 4령 2.7, 5령 3.6일)이었다. 암

컷 성충의 수명은 33.8일, 산란기간은 29.2일이었다. 총 산란수는 111.2개, 하루 최대산란수는 14.8개(7일차)였다. 알과 약충은 37.5℃까지만 

발육하고 40℃에서는 발육하지 못했으며, 40℃에서 총 산란수는 22.1개였다. 참딱부리긴노린재 1령, 3령, 5령, 성충의 담배가루이 번데기 하루 

포식량은 각각 1.9, 7,3, 18.7, 29.5마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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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딱부리긴노린재는 노린재목(Hemiptera) 긴노린재과(Lygaeidae) 

딱부리긴노린재아과(Geocorinae)에 속하는 토착곤충이다. 현

재 국내에는  참딱부리긴노린재(Geocoris pallidipennis), 애딱

부리긴노린재(Geocoris proteus), 큰딱부리긴노린재(Geocoris 

varius), 닮은딱부리긴노린재(Geocoris lynceus), 딱부리긴노

린재(Hypogeocoris itenis) 5종이 딱부리긴노린재아과에 속하

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Anonymous, 1994). 딱부리긴노린재

아과는 가루이류, 나방류, 총채벌레류, 응애류, 진딧물류 등의 

어린 유충이나 알을 포식하는 광식성 곤충이며(Saito et al., 

2005; Mukawa et al., 2006), 대체로 큰 개체보다 작은 개체를 

더 많이 포식한다(Carsten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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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발생은 큰딱부리긴노린재의 경우 성충으로 월동

한 후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7월까지 약충 시기이고 7월 

하순에서 8월에는 성충이 된다. 주로 채집되는 식물은 들깨, 가

지, 라벤다 등 12과 19종이나 특정식물에 대한 의존성은 낮은 

것 같다(Mukawa et al., 2006). 생물학적 특징은 동일한 환경에

서 같은 먹이를 제공하더라도 종에 따라 발육기간, 생존율, 산

란수가 다르며(Dunbar and Bacon, 1972a, 1972b; Torres et al., 

2004; Mansfield et al., 2007), 온도  24℃와 광주기 11:13(L:D)

의 단일조건에서 휴면을 한다(Ruberson et al., 2001; Brannon 

et al., 2006).

작물에서 이용은 피망, 딸기에 발생한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큰딱부리긴노린재를 방사하여 효과를 구명하였고(Oida et al., 

2007; http://www.pref.tochigi.lg.jp), 큰딱부리긴노린재와 애

딱부리긴노린재는 딸기와 피망에서 활용이 가능한 천적으로 

기대하고 있다(Saito et al., 2005). 주내분포를 보면 딸기에서 

큰딱부리긴노린재는 주로 상부엽에, 애딱부리긴노린재는 상․

하부엽에서 비슷하게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종에 따라 서식장

소의 선택성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Saito et al., 2005).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참딱부리긴노린재는 생물학적 특성

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천적으로서의 활용 가치에 대한 평

가도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만 2009년 경북 성주의 한 비

닐하우스에서 참외에 대발생한 담배가루이의 밀도를 급격히 

감소시킨 사례가 있어서, 참딱부리긴노린재의 기본적인 생물

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천적으로서의 활용가치를 평가하는 연

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곤충

실험에 사용한 참딱부리긴노린재는 2009년 경상북도 성주

군 성주읍 대황리의 참외 재배 농가에서 성충과 약충을 함께 채

집하였다. 채집한 실험 곤충은 온도 27.5±1℃, 습도 80±10%, 

광주기 16:8 (L:D)로 조절된 항온항습기에서 줄알락명나방 알

을 먹이로 누대 사육하여 이용하였다. 

알 기간 및 부화율

실험에 사용한 용기는 직경 9 cm × 높이 3 cm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샬레였다.  뚜껑에 직경 1.5 cm 크기의 구멍을 뚫어 

공기유통을 좋게 하였고, 구멍을 미세한 망사로 막아 붙여 실험 

곤충의 이탈을 막았다. 용기 내의 습도를 80±10%로 유지하기 

위해 가로 3.5 cm × 세로 2 cm × 높이 1 cm 크기의 탈지면에 물

을 촉촉이 적셔 케이지 내에 넣어 두었다. 

알기간 및 부화율은 실험용기 내의 바닥에 직경 9 cm의 여과

지를 놓고, 산란 1일 이내의 참딱부리긴노린재 알을 용기 당 50

∼70개씩 넣어 온도별로 각각 7개의 용기에 총 개체수는 328

∼460개 범위이다. 실험온도는 20±1, 25±1, 30±1, 35±1, 

37.5±1, 40±1℃와 광주기 16:8(L:D)로 조절된 항온기에 각각 

처리하였다. 매일 현미경으로 부화한 알 수를 확인하고 부화 약

충과 난각은 다음 조사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제거하였다. 

현미경 조사 장소는 25±1℃로 조절된 사육실이며, 알 기간 조

사를 위해 조사장소에 실험충이 노출된 시간은 1개의 온도 당 5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약충 발육기간

실험에 사용한 용기는 위의 ‘알기간 및 부화율’ 실험에 사용

한 용기와 같으며, 참외 잎을 직경 약 3 cm정도 되게 원형으로 

잘라서 공급하였다. 잎이 시들지 않도록 잎자루에 물을 적신 탈

지면을 감아 용기 내에 넣어 실험 곤충에게 수분과 서식처를 제

공하였다. 그런 다음  부화 1일 이내의 어린 약충을 실험용기 당 

1마리씩 넣어 온도 20±1, 25±1, 30±1, 35±1, 37.5±1, 40±1℃와 

습도 80±10%, 광주기 16:8(L:D)로 조절된 항온기에 각각 처리

하였다. 처리 개체 수는 각 온도별로 100마리씩 처리하였다. 매

일 현미경으로 약충의 탈피여부를 확인하여 영기를 구분하였

으며, 탈피각은 다음 조사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제거하였

다. 현미경 조사 장소는 25±1℃로 조절된 사육실이며, 약충기

간 조사를 위해 조사장소에 실험충이 노출된 시간은 1개의 온

도 당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먹이는 줄알락명나방 알을 

매일 충분히 공급하였다. 

발육영점온도 및 유효적산온도

발육영점온도는 사육온도별 평균 발육기간을 발육속도(1/

발육기간)로 변환한 후 온도와 발육기간과의 직선회귀식을 구

한 다음, 이 식으로부터 발육속도가 0이 되는 온도(X절편)를 계

산하여 발육영점온도로 하였다. 유효적산온도는 (사육온도 - 

발육영점온도) x 발육기간의 방법으로 산출한 후 5개 온도(20±1, 

25±1, 30±1, 35±1, 37.5±1℃) 조건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성충 수명 및 산란수

실험에 사용한 용기는 위의 ‘알 기간 및 부화율’ 실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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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gg period and hatchability of Geocoris pallidipennis at different temperatures

Temperature

(℃)

Egg period Hatchability

n day±SE n %

20±1 333 20.26±0.08 d
1)

418 79.61±1.93 a

25±1 345 13.24±0.06 c 406 84.94±1.93 a

30±1 411 6.45±0.04 b 328 80.07±1.93 a

35±1 451 5.61±0.05 a 365 81.07±1.93 a

37.5±1 275 4.98±0.02 a 460 59.97±1.93 b

40±1 430 0 0

1)
Egg period (mean±SE) and hatchability (%) with same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Kramer test 
after one way ANOVA (p<0.05).

한 용기와 같고, 실험 용기 내에 식물체의 공급은 ‘약충 발육기

간’ 시험과 같다. 산란을 유도하기 위하여 탈지면을 2 cm × 2 

cm 크기로 잘라 실험 용기 내에 넣고, 성충으로 우화한 1일 이

내의 암컷 1마리와 수컷 2마리를 1개의 실험 용기에 넣어 위의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처리 개체 수는 각 온도별로 

50마리씩 처리 하였으며, 매일 현미경으로 실험곤충의 생존여

부와 실험용기 내에 산란한 알을 모두 조사하였다. 산란한 알은 

다음 조사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제거하였으며, 먹이로 줄알

락명나방 알을 매일 충분히 공급하였다. 현미경 조사 장소는 

25±1℃로 조절된 사육실이며, 성충수명과 산란수 조사를 위해 

조사장소에 실험충이 노출된 시간은 1개의 온도 당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담배가루이 포식량 

담배가루이의 성충 사육 케이지에 참외 묘를 넣고 하루 동안 

산란을 받은 후 꺼내어, 다른 담배가루이의 오염이 없는 케이지

에 넣어 실험에 필요한 태(알, 2∼3령 유충, 번데기)까지 발육

을 시켜 사용하였다. 포식실험에 사용한 용기는 직경 5.5 cm × 

높이 1.5 cm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용기였다. 뚜껑에는 직경 1 

cm의 구멍을 뚫고 미세한 망사를 붙여 실험곤충의 이탈을 막고 

공기유통을 좋게 하였다. 실험 용기 내에 10%로 희석한 한천 

용액을 0.5 cm 높이로 붓고 굳힌 후 참외 잎의 뒷면에 산란된 가

루이 알, 약충, 번데기가 약 50개(마리)가 되게 참외 잎을 잘라

서 뒷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천 위에 놓았다. 참딱부리긴노리재

는 24시간 동안 굶긴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담배가루이가 접종

된 실험 용기에 암컷 1마리씩 넣고, 온도 25±1, 30±1, 35±1, 

40±1℃와 습도 80±10%, 광주기 16:8(L:D)로 조절된 항온기에 

처리 하였다. 24시간이 지난 다음 참딱부리긴노린재를 제거하

고 현미경으로 담배가루이 포식수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JMP 8.0 (SAS Institute)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알 기간, 부화율, 약충 발육, 산란수, 성충수명 등의 온

도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후 Tukey-Kramer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알 기간 및 부화율

참딱부리긴노린재의 알 기간 및 부화율을 20~40℃에서 조사

한 결과, 알 발육기간은 20℃에서 20.3일로 가장 길었으며 37.

5℃에서 5.0일로 가장 짧았다. 알 부화율이 가장 높았던 온도는 

25℃에서 85.0%였고, 37.5℃에서 60.0%로 가장 낮았으며, 

40℃에서는 전혀 부화하지 못하였다(Table 1). 유사한 연구결과

로 Champlain and Sholdt(1967)는 G. punctipes에게 파밤나방 

유충을 먹이로 제공하면 30℃에서 알기간이 7.1일이라고 하여 

본 조사보다 0.65일 길었다. Dunbar and Bacon(1972b)은 potato 

tuber moth 유충을 먹이로 제공하여 조사한 결과, G. atricolor, 

G. pallens, G. punctipes 3종의 30℃에서 알기간은 각각 5.8, 5.6, 

6.6일이었고 부화율은 각각 88.2, 84.8, 88.3%였으나, 37.8℃에

서는 알이 부화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조사와 비교해 알기간

은 약 0.8일 이내, 알 부화율은 약 8% 이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았다. 37.8℃에서 부화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37.5℃의 부화율이 60.0%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37~38℃가 넘으면 부화가 힘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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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ymphal developmental period and survival rate of Geocoris pallidipennis at different temperature

Temp.

(℃)

Nymphal development period
Survival rate (%)

1
st 

instar 2
nd 

instar 3
rd 

instar 4
th 

instar 5
th 

instar Total

20±1
12.92±0.18a

2)

(76)
1)

8.21±0.12a

(72)

8.39±0.14a

(69)

9.71±0.19a

(66)

13.40±0.88a

(55)
52.63 63.95

25±1
6.32±0.11b

(66)

5.23±0.08b

(62)

4.93±0.13b

(54)

5.87±0.09b

(52)

8.33±0.10b

(46)
30.68 56.09

30±1
4.31±0.08c

(73)

3.30±0.13c

(50)

3.29±0.11c

(37)

3.59±0.10c

(22)

4.46±0.14c

(13)
18.95 15.66

35±1
3.16±0.04d

(68)

2.17±0.08d

(52)

2.68±0.10d

(40)

2.73±0.11d

(30)

3.60±0.10c

(25)
14.34 28.41

37.5±1
2.17±0.04e

(84)

1.88±0.06d

(69)

2.19±0.08d

(43)

2.44±0.12d

(27)

3.67±0.13c

(15)
12.35 16.67

40±1
3.34±0.09d

(38)

3.40±0.37c

(10)

non-

developed

non-

developed

non-

developed
- -

1)
 Number of individuals tested.

2)
 Mean±SE. Means with the same letters within the same stage and different temperatur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Kramer 
test after one way ANOVA (p<0.05).

약충 발육기간

참딱부리긴노린재 1령부터 5령까지의 약충 발육기간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온도별 발육기간을 보면 20℃에

서 52.6일로 가장 길었고, 37.5℃에서 12.4일로 가장 짧아 온도

가 상승할수록 발육이 빨라지는 곤충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였

다. 40℃에서는 2령까지는 소수가 발육을 하였으나 3령부터는 

전혀 발육을 하지 못하였다. 영기별 발육기간을 보면 5령 기간

이 온도와 관계없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은 1령 기간이 37.5℃

를 제외한 모든 온도에서 길었다. 2～4령은 거의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딱부리긴노린재류의 약충 발육기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G. atricolor, G. pallens, G. punctipes에게 

potato tuber moth 유충을 먹이로 제공할 경우 30℃에서 각각 

21.2, 16.4, 18.9일(Dunbar and Bacon, 1972b), G. floridanus에

게 Heliocoverpa zae 알과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 유충

을 먹이로 제공할 경우 26℃에서 각각 19.4일과 24.2일(Torres 

et al., 2004), G. lubra에게 왕담배나방(Heliocoverpa amigera) 

알을 먹이로 제공할 경우 27℃에서 24.0일이라고 하였다

(Mansfield et al., 2007). 또한 Champlain and Sholdt(1967)은 

G. punctipes 약충에게 파밤나방 유충을 먹이로 제공하였는데, 

40℃에서 생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종이 다르

고 먹이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Dunbar and 

Bacon(1972b)와 Champlain and Sholdt(1967)가 G. punctipes

는 약충 발육기간이 30℃에서 18.9일이지만 40℃에서는 생존

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 조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은 20℃에서 64.0%로 가장 높았으며, 30℃이상의 온도

에서는 15.7∼28.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

딱부리긴노린재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생존율을 높이는  사

육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육영점온도 및 유효적산온도

참딱부리긴노린재의 알과 약충의 발육영점온도(DT)와 유

효적산온도(ET)는 알이 각각 14.5℃와 116.0일도이고, 약충(1

령～5령)은 각각 15.0℃와 283.1일도였다. 알부터 약충기까지

의 발육영점온도 14.8℃이고, 유효적산온도 399.1일도였다

(Table 3). 애딱부리긴노린재와 큰딱부리긴노린재의 발육영점

온도와 유효적산온도는 각각 16.2℃, 369.0일도와 13.9℃, 

555.6일도라고 하였다(http://www.pref.chiba.lg.jp). 본 실험 

충인 참딱부리긴노린재와 비교하면 발육영점온도는 각각 1.4℃

와 0.9℃의 차이가 있었고, 유효적산온도는 각각 30일도와 

156.5일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큰딱부리노린재와 유효적

산온도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 산란수 및 수명

참딱부리긴노린재 성충의 산란기간, 산란수, 수명을 조사한 

결과, 실험온도 20, 25, 30, 37.5, 40℃에서 산란기간은 각각 

68.3, 37.9, 28.3, 13.4, 6.5일 이었고, 성충수명은 93.1, 62.5, 

39.2, 17.0, 9.3일로 낮은 온도에서 길었고, 높은 온도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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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velopmental threshold (DT) and effective temperature (ET) of Geocoris pallidipennis

Stage Regression DT (℃) ET (day-degree)

Egg y=0.0090x -0.1305 (R
2
=0.96) 14.5 116.0

Nymph

1
st

y=0.0202x -0.3532 (R
2
=0.93) 17.5 46.5

2
nd

y=0.0240x -0.3870 (R
2
=0.98) 16.1 40.9

3
rd

y=0.0185x -0.2543 (R
2
=0.99) 13.7 54.3

4
th

y=0.0178x -0.2569 (R
2
=0.99) 14.4 57.0

5
th

y=0.0124x -0.1670 (R
2
=0.94) 13.5 84.4

1
st
→5

th
y=0.0036x -0.0541 (R

2
=0.99) 15.0 283.1

Egg + Nymph y=0.0026x -0.0387 (R
2
=0.99) 14.8 399.1

Table 4. Oviposition and longevity of Geocoris pallidipennis female adult at different temperatures reared on Cadra cautella egg

Temp. (℃) n Preoviposition period Oviposition period No. of egg laid Female longevity

20±1 30 12.20±0.77 a
1)

 68.27±7.37 a  77.30±9.94 ab 93.13±8.15 a

25±1 29 7.62±0.66 b  37.93±3.85 b    79.78±11.98 ab 62.45±5.33 b

30±1 25 4.60±0.43 c   28.28±2.88 bc  95.32±14.95 a 39.20±3.04 c

35±1 31   2.19±0.21 de 29.22±2.53 b 111.19±10.99 a   33.80±2.76 cd

37.5±1 29   2.99±0.20 cd   13.38±1.59 cd   43.66±4.90 bc 17.00±1.75 de

40±1 26 0.50±0.13 e   6.46±0.55 d 22.11±2.19 c 9.30±0.59 e

1)
Mean±SE. Means with the same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Kramer test after one way ANOVA 
(p<0.05).

Fig. 1. Daily oviposition trend of Geocoris pallidipennis reared at 
six different temperatures 

짧아졌다. 산란수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많았는데 35℃에서 

111.2개로 가장 많이 산란하였고, 40℃에서 22.1개로 가장 적

게 산란하였으며, 대체로 30～35℃에서 가장 많이 산란하는 

경향이었다. 특히 40℃에서 약충은 발육하지 못하였지만 성충

은 22.1개를 산란하였다(Table 4). Torres et al.(2004)은 G. 

floridanus에게 Heliocoverpa zae 알과 파밤나방 유충을 먹이

로 제공한 결과 성충 수명이 26℃에서 각각 71.7일과 52.9일이

라고 하였다. 본 조사의 25℃에 비하여 Heliocoverpa zae 알 먹

이에서는 9.2일 길었지만, 파밤나방 유충 먹이에서는 9.6일 짧

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bar and Bacon(1972a)은 G. punctipes

에게 6종류의 먹이를 공급하였는데 potato tuber moth 알과 

green beans을 함께 먹이로 제공한 처리에서 성충 산란수가 30℃

에서 263.8개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Mansfield et al.(2007)은 

G. lubra에게 왕담배나방 알을 먹이로 제공하여 27℃에서 산란

수가 105.9개라고 하였다. 본 실험 충의 산란수에 비해 전자는 

168.5개, 후자는 25℃에 비해 26.1개를 많이 산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실험 충과 종이 다르고 먹이 또한 다르기 때문

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참딱부리긴노린재 성충의 온도에 따른 일별 산란수를 조사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온도별로 우화 후 산란하는 기간은 20℃

가 105일로 가장 길었고, 40℃가  15.0일로 가장 짧아 온도가 

높을수록 산란하는 기간도 짧아지는 곤충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였다. 각 온도별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산란수를 보인 온도와 

기간은 35℃에서 7일차(14.8개), 30℃에서 13일차(9.7개), 

37.5℃에서 9일차(9.2개), 40℃에서 3일차(7.4개), 25℃에서 

23일차(4.8개), 20℃에서 33일차(3.3개) 순으로 나타났다. 우

화 후 전체 산란수의 50%를 산란하는 기간은 20, 25, 30, 35, 

37.5, 40℃에서 각각 43, 29, 17, 13, 9, 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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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aily consumption of Bemisia tabaci by Geocoris pallidipennis

Temp

(℃)
G. pallidipennis

No. of B. tabaci consumed by a G. pallidipennis 

Egg Larva (2
nd

-3
rd

) Pupa

25±1

1
st
 instar 4.61±1.25(38)

1)
 a

2)
 2.40±0.51(30) b  1.11±0.25(27) b

3
rd 

instar 1.50±0.56(34) b  8.00±1.19(31) b  2.38±0.43(32) b

5
th 

instar 0.65±0.18(29) b 14.67±2.42(30) a  4.48±0.89(31) b

Adult 0.55±0.22(27) b  8.39±2.06(28) b 16.86±2.53(28) a

30±1

1
st
 instar 3.24±1.41(21) a 1.93±0.41(16) c  1.91±0.46(22) b

3
rd 

instar 1.89±0.56(28) ab  9.30±1.41(23) bc  6.71±2.09(17) b

5
th 

instar 0.81±0.39(26) ab 19.71±4.07(31) a  9.25±2.64(20) b

Adult 0.38±0.21(50) b 17.67±4.53(21) ab 19.23±3.41(31) a

35±1

1
st
 instar 5.17±1.47(35) ab  4.34±1.11(26) b  3.07±0.44(27) b

3
rd 

instar 7.92±2.90(28) a 15.45±1.90(31) ab  6.46±1.46(30) b

5
th 

instar 1.60±0.65(38) b 28.53±6.05(30) a 31.63±4.66(30) a

Adult 3.51±1.45(35) ab 26.39±3.94(31) a 36.80±3.03(32) a

40±1

1
st
 instar 4.70±1.14(30) a  4.70±0.67(30) c  1.45±0.31(24) c

3
rd 

instar 2.50±0.71(32) ab 14.20±2.39(29) c 14.17±2.02(28) b

5
th 

instar 0.29±0.13(31) b 28.60±3.83(33) b 28.08±5.73(26) b

Adult 0.09±0.06(32) b 41.21±4.99(19) a 63.30±8.62(13) a

Mean

1
st
 instar 4.55±0.54(124) a  3.05±1.73(102) c  1.90±1.76(100) c

3
rd 

instar 3.32±0.54(122) a 11.86±1.64(114) b  7.29±1.70(107) c

5
th 

instar 0.88±0.54(124) b 22.99±1.57(124) a 18.71±1.70(107) b

Adult 1.11±0.50(144) b 22.29±1.76(99) a 29.51±1.72(104) a
1)

 Number of individuals tested.
2)

 Mean±SE. Means with the same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Kramer test after one way 
ANOVA (p<0.05).

참딱부리긴노린재의 담배가루이 포식량 

참딱부리긴노린재 영기별로 담배가루이 알, 유충, 번데기를 

가장 많이 포식한 온도는 1령 약충의 경우 35, 40, 35℃로 각각 

5.2, 4.7, 3.1마리를, 3령 약충은 35, 35, 40℃로 각각 7.9, 15.5, 

14.2마리를, 5령 약충은 35, 40, 35℃로 각각 1.6, 28.6, 31.6마

리를, 성충은 35, 40, 40℃로 각각 3.5, 41.2, 63.3마리를 포식하

였다(Table 5). 대체로 35～40℃에서 가장 많이 포식하였는데, 

이는 온도가 높아 충의 발육이 빨라짐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참딱부리긴노린재 영기별로 담배가

루이 알, 약충, 번데기의 포식량 평균은 1령 약충은 각각 4.6, 

3.1, 1.9개를, 3령 약충은 각각 3.3, 11.9, 7.3마리를, 5령 약충은 

각각 0.9, 23.0, 18.7마리를, 성충은 각각 1.1, 22.3, 29.5마리를 

포식하였다(Table 5). 참딱부리긴노린재의 포식특성을 보면 1

령과 3, 5령 약충은 담배가루이의 알이나 약충을 선호하고, 몸

의 크기가 큰 성충은 담배가루이 번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Oida et al.(2011)은 큰딱부리긴노린재와 애딱부리긴

노린재를 점박이응애, 꽃노랑총채벌레, 목화진딧물 등에 대한 

포식수를 비교하였는데 큰딱부리긴노린재의 포식률이 높았고, 

Oyamada et al.(2007)은 큰딱부리긴노린재 1령이 정상적인 발

육을 위해서는 꽃노랑총채벌레 2령을 하루에 2마리를 포식해

야 한다고 하였다. 담배가루이에 대한 포식력을 조사한 보고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수 천적의 선발 측면에서 보면 국

내에 서식하는 5종의 딱부리긴노린재 아과에 속한 종들에 대한 

해충별 포식력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참딱부리긴노린재 약충은 37.5℃까지 발육

이 가능하고, 성충은 40.0℃에서 발육과 산란이 가능한 것으로 밝

혀졌다. 우리나라 온실들의 대부분이 7월～9월경에 35.0℃이상의 

고온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천적은 35.0℃이상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천적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하

절기 높은 온도조건에서도 적응이 가능한 참딱부리긴노린재의 

실용화를 검토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해충별 방제 능력과 

작물별 정착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포장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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