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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zoysia mite, Aceria

zoysiae and symptom in zoysiagrass for turfgrass management in golf courses. Zoysiagrass mite distributed from

Pocheon, Gyeonggii province to Jinju, Gyeongnam province and damaged turfgrasses from spring to fall. Damaged

leaf by zoysiagrass mite was rolled unidirectionally and mite damaged leaves  in the inside of rolled part. Leaves was

turned to yellow and damaged area formed irregular yellow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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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강(Arachnida) 중 Acariformes목에 속하는 응애는

Actinedida아목과 Acaridida아목, Oribatida아목으로 나눌

수 있고, 식식성 응애들은 Actinedida아목에 속한다(Hoy,

2011). 응애는 식물을 흡즙하여 피해를 주는데 흡즙으로 인

해 생육이 부진해지거나 기형화 되기도 하며 바이러스를

매개하거나 다른 식물병의 발병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따

라서 이들 식식성 응애류들은 각종 경제작물의 중요한 해

충군의 하나로서 Tetranychidae, Eriophyoidae, Tarsonemidae

과의 응애들이 주로 피해를 주고 있다(Hoy, 2011). 

응애류들은 잔디에도 피해를 주는데 흡즙부위의 엽록체

가 소실되어 황화되거나, 엽 전체가 마르기도하며 잔디 재

배지에서는 땟장 형성이 불량하여 땟장 생산을 저해하기

도 한다. 한지형 잔디에는 Oligonychus pratensis, Petrobia

latens, Bryobia praetiosa, Penthaleus major, Abacarus

hystrix, Aculodes mckenziae등이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난지형 잔디에는 Aceria(=Eriophyes) cynodoniensis,

A. slyhuisi, A. zoysiae등이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Potter, 1998; Cranshaw et al., 2012; Hudson and

Reinert, 2012; McMaugh, 2012).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 또는 이용되고 있는 Zoysia

속 잔디에 피해를 주는 응애류는 Aceria(=Eriophyes)속의

혹응애류들로 알려져 있는데(McMaugh, 2012) 기주특이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korocka et al., 2010). Aceria

속의 혹응애들 중 A. zoysiae는 미국 USDA에서 우리나라

와 일본에서 수집 해온 들잔디류에서 1982년 피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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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여 최초로 기재한 종으로서(Baker et al., 1986) 우리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종의 기재나 피해보고가 없이 Choo

et al.(2000)이 군포와 안성의 골프장 들잔디와 금잔디(Z.

matrella)에서 피해를 확인하여 기록한 사례가 유일하다.

Choo et al.(2000)의 기록 이후 다수의 골프장에서 잔디혹

응애의 피해가 확인되어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이종에 의한 피해보고가 없어

본 논문을 통해 분류학적 특징과 피해 특성에 대한 보고

를 하고자 한다. 

조사를 위해 피해를 보이는 잔디들을 채집하여 지퍼팩

에 넣어 실험실로 가져와 해부현미경(Nicon, SMZ, Japan)

하에서 관찰하고, 현미경 영상을 촬영하였다. 경기도 군포

에서 채집한 개체는 Baker et al.(1986)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였으며 경기도 포천에서 채집 된

암컷은 현미경 하에서 형태적 특징을 도해하였다. 골프장

에서의 피해 양상은 부정기적으로 수시 조사하였다. 

종명: Aceria zoysiae(Baker, Kono & O'Neill, 1986) 잔디

혹응애(신칭)

형태적 특징: 잔디혹응애 암컷 성충은 유백색으로 가늘

고 긴 원통형으로(Fig. 1, 2), 체장은 180-280 µm, 체폭은

44-55 µm이다. 턱마디(gnathosoma)는 아래로 향하며, 길이

는 20-23 µm이다. 다리수염(pedipalp)의 슬절센털(d)의 길

이는 5-6 µm이다. 앞몸마디등판(prodorsal shield)은 전체적

으로 삼각형이며, 길이는 41-42 µm, 폭은 35-40 µm로 세

로로 달리는 주름들로 장식된다. 앞몸마디등판의 어깨센

털(scapular setae) 털받침은 등판 뒷가장자리보다 약간 앞

쪽에 돋으며, 어깨센털의 길이는 19-21 µm로 뒤쪽을 향한

다. 등쪽과 배쪽의 몸통주름(annuli)은 거의 동일하며, 79-

86개이다. 고리주름의 미소돌기(microtubercles)는 작은 구

슬모양으로 각 몸통주름 중간 정도에서 돋는다. 배마디

(opisthosoma) 끝 마디의 h1 센털이 존재하며 길이는 3 µm

이다. 암컷의 생식판덮개(cover flap)에는 8-10열의 세로 주

름이 있으며, 생식판센털(3a)의 길이는 11-13 µm이다. 다

리의 기절은 그림과 같이(Fig. 2) 장식되며, 복면선(sternal

line)이 존재한다. 다리 부절 끝의 깃털발톱(feather claw,

empodium)은 6가닥이고, 감각털(solenidia)의 끝은 뭉툭하다. 

피해증상: 잔디혹응애에 피해를 받은 잔디는 잎의 한쪽

면이 안으로 말리고, 응애는 말린 부분에 집단적으로 모

여 흡즙하였다(Fig. 3A, B, C, D). 말려진 부분의 잔디는

응애의 흡즙에 의하여 엽록소가 파괴되어 희게 말랐는데

잔디의 예고가 짧을 경우 노란색으로 보였다(Fig. 3C, D).

코스 내에서는 예고가 높을 경우 말려진 잔디 잎이 멀리

서 보면 희끗희끗해 보였고, 예고가 짧을 경우는 불규칙

한 노란색의 패치를 형성하여 불균일한 시비에 의한 엽색

의 차이로 오인 할 수 있었다(Fig. 3 E, F).

기주: 본 조사에서는 들잔디(Z. japonica)와 금잔디(Z.

matrella)에서만 피해가 확인 되었으나, Z. macrostachya, Z.

sinica, Z. tenuifolia도 기주로 알려져 있다(Baker et al., 1986).Fig. 1. Aceria zoysiae female adult.

Fig. 2. Aceria zoysiae (Baker, Kono & O'Neill). AD: antero
dorsal part of mite; CG: coxigenital region; EM: empodia; IG:
female internal genitalia; LM: lateral view of mite; LO: lateral
opisthosoma, L1: leg ; L2: l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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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분포: 잔디혹응애에 의한 골프장 잔디 피해는 Choo

et al. (2000)이 확인 한 경기도 군포와 안성이외에 본 연구

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과 경기도 광주, 경

남 합천의 골프장과 경남 진주의 정원 식재 잔디에서 피해

가 확인되었다. 국제적 분포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

국에서 발생하고 있다(Baker et al., 1986; McMaugh, 2012)

5월부터 들잔디로 조성된 일부 골프장의 러프와 페어웨

이 지역에서 노란색의 불규칙한 패취 형태로 나타나는 증

상은 잔디혹응애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었다. 잔디혹응애

의 체장은 180-280 µm로 다른 잔디 해충들에 비하여 대

단히 작아 돋보기나 루페로서는 확인이 어렵고, 현미경을

통한 관찰로 확인이 가능한 해충이다. 골프장에서는 일정

길이로 잔디를 지속적으로 깎기 때문에 잔디혹응애의 전

형적인 피해 증상인 잔디 엽면의 말림현상이나 엽색의 변

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를 받고 있지

만 응애에 의한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시비를 하는 시기와 겹치는 때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형태

의 황화 병반은 시비의 불균일성으로 오인되기 쉽고, 시

비가 없었을 경우에는 비료 부족이나 병에 의한 피해로

오인하기 쉽다. 따라서 골프장이나 잔디 재배지의 들잔디

류에서 이와 같은 불균일한 엽색의 패취가 나타나면 잔디

엽의 말림 현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우선 확인 하여 잎 말

림 현상이 있으면 잔디혹응애에 의한 피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현미경으로 자세한 검경을 하여 피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잔디혹응애에 대한 정확한 생활사는 구명되어 있지 않

고, 동속의 버뮤다그라스응애인 A. cynodoniensis와 비슷한

생활사를 가지면서 들잔디 생육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발

생(Hudson and Reinert, 2012)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봄부터 가을까지 피해가 관찰되어 들

잔디류의 생육기간 내내 전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종에 대한 정확한 생활사의 규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잔디혹응애는 들잔디의 품종에 따라 감수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Cavaier, Diamond, Meyer 품종은 감수성이 매

우 높으며 Crowne와 El Toro는 저항성이고, Emerald와

Royal 품종은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Reinert et al.,

1993). 

식물에 4000여종의 혹응애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de Lillo and Skoracka, 2010). 이들은 식물체에 직

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바이러스를 매개하거나 많

은 곰팡이류에 의한 병 발생을 유발한다(Gamliel-Atinsky

et al., 201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잔디혹응애와 다른

잔디 병과의 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혹응애류는 크기가 작아 작아 기주를 통한 이동의 발견이

어려워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해충으로 해충의 지역 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응애 방제제가 전무한 실정이며 pyraclofos 수

화제의 경우 잔디에 거세미나방 방제 약제로 등록되어 있

으면서 고추의 차먼지응애에 동시 등록되어 있고, bifenthrin

유탁제는 잔디의 굼벵이 방제제로 등록되어 있지만 수화

제의 경우 사과의 점박이응애 방제 약제로만 등록되어 있

는 실정이다(KCPA, 2012). 미국의 경우 azadirachtin,

bifenthrin, deltamethrin, lambda-cyhalothrin이 잔디의 혹응

애류 방제제로 추천되고 있으나(Patton, 2012) 우리나라에

서는 잔디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잔디혹응애 방

제제 탐색과 처리시기, 방제횟수 등 전반적인 방제법에 관

한 연구도 시급히 요구된다.

요 약

골프장에서 잔디혹응애에 의한 들잔디 피해와 형태적

특징을 조사하여 골프장 잔디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잔디혹응애는 경기도 포천에서 경

남 진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봄부터 가을

까지 피해가 나타났다. 피해 받은 잔디는 엽의 한쪽면이

Fig. 3. Symptom of leaf edge by Zoysiagrass mite (A), leaf
edge rollde (B), mites inside of leaf (C and D), and yellow spots
on turfgrass of golf courses (E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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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고, 응애는 말린 잎 안에서 가해하였다. 피해잔디의

말려진 부분은 황화 되었으며 골프장에서는 회색의 불규

칙한 패치형 병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주요어: 혹응애, 들잔디, 잎 말림, 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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