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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발생과 방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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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 and Control Method of Riptortus pedestris (Hemiptera: Alydidae): 

Korean Perspectives
Un Taek Lim*

Department of Plant Medicin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ABSTRACT: Hemipteran bugs, which were previously considered as secondary pests, have currently become important pests of 

numerous crops. Among them, Riptortus pedestris (Fabricius) is a major species that occurs in Korea, Japan, China, and South Asian 

countries. Riptortus pedestris infests leguminous crops like soybean, vetches, and red clover; fruit trees like persimmon and yuju; and 

grains like barley, foxtail millet, broomcorn, and sorghum. Riptortus pedestris causes the greatest damage to soybean, as it is the most 

suitable host for the bug. Feeding damage during pod formation significantly reduces the yield of soybean. Currently, 17 insecticides,

including diazinon and etofenprox, are registered for the control of hemipteran bugs in Korea, and growers apply insecticides two to 

three times on a regular basis. Aggregation pheromone traps are widely used as a monitoring tool and partial control measure. The 

aggregation pheromone of R. pedestris attracts conspecific adults and nymphs and is used for food exploitation rather than sexual 

attraction. In addition, the pheromone serves as a kairomone for egg parasitoids such as Gryon japonicum (Ashmead) and Ooencyrtus 

nezarae Ishii. As a new method of pest management, nonviable host eggs were included in the pheromone trap to catch R. pedestris and

propagate parasitoids. As a part of cultural practices, resistant soybean varieties with specific color and size of pod and control of 

flowering time through the alteration of planting date can be us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 pedestris in the near future, 

development of cultural practices that can support natural control factors and the use of multiple control tactic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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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농작물의 2차 해충이었던 노린재류가 최근 두류, 과수 및 유료작물의 가장 중요한 해충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중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과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분포하고 있다. 기주식물로는 콩과 작물인 콩, 자운영, 헤어리

베치, 붉은토끼풀 등과 단감, 유자와 같은 과수작물, 보리, 조, 기장, 수수와 같은 곡류작물이며, 이중 콩이 가장 적합한 먹이원이며 피해가 가장 크

다. 콩의 착협기에 일어나는 노린재에 의한 섭식 피해가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노린재의 방제약제로는 다이아지논, 에토펜프

록스수화제 등 1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2-3회의 주기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집합페로몬을 이용한 통발형 유인트랩은 주로 노린재 발생 모니

터링에 이용되며 일부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집합페로몬은 동종의 암수 성충과 약충 모두를 유인하며, 성적인 기능보다는 먹이원 혹은 기주

식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집합페로몬은 천적 알기생벌인 노린재검정알벌과 노린재깡충좀벌에 의해 

카이로몬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를 이용한 불할성화된 노린재 알을 집합페로몬트랩에 같이 설치하여 노린재 유인뿐만 아니라 이들 기생벌의 기

생률을 높이는 새로운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노린재에 대한 저항성 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협의 색과 길이가 저항성에 관여하는 형질로 

보고되었다. 이외 작물의 정식시기의 변경 등을 통한 콩의 개화시기의 조절과 같은 경종적 방제도 응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톱다리개미허리노린

재의 관리를 위해서는 천적 등의 자연적 밀도감소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에 개발된 방제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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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재류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개체군

의 발생량이 적어 농작물의 주요 해충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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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on Riptortus spp. found in 
scientific databases.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00년도 이후부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 노린재류를 

관리하지 않으면 농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울 정도이다

(Bae et al., 2008; Lee et al., 2009a). 이렇듯 농작물의 2차 해충

이었던 노린재류가 최근 두류, 과수 및 유료작물의 가장 중요한 

해충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겨울철이 

따뜻해짐에 따라 월동량이 늘어난 점과 산림생태계의 주 수종

이 낙엽활엽수로 변화함에 따라 노린재류의 월동처를 제공한 

점, 농경지의 작물 다양화로 섭식식물이 풍부해진 점 등이 원인

으로 제시되었다(Bae et al., 2008). 일례로 기후변화에 의한 풀

색노린재류의 분포확산이 일본에서 알려졌다. 남쪽풀색노린

재[Nezara viridula (L.)]는 아열대성 곤충으로 일본에서는 

1960년대 북방 분포 한계선이 와카야마현이었으나 최근의 조

사에 의하면 이곳보다 85 km 북쪽으로 이동한 것이 발견되었

다(Tougou et al., 2009). Tougou et al. (2009)은 기후자료를 분

석한 결과 이 지방의 겨울철 1-2월의 기온이 196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평균 1.0-1.9도가 상승하고 섭씨 5도 이하인 일수

가 현저히 감소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노린재중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Riptortus 

pedestris (Fabricius) (Hemiptera: Alydidae)]의 발생밀도가 가

장 높으며, Fig. 1의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 건 수도 이러한 경향

을 반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1990년대 이후와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학술논문 발표 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

만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발생 및 방제법 등

이 기술된 문헌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본 종설에서는 최근에 

문제시되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분류학적 위치, 발생과 

생태, 방제법에 대해 기존에 발표된 국내외 문헌들을 참고하여 

국내관점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류학적 위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호리허리노린재과 Riptortus속(Stål, 

1859)에 속하며 Riptortus속의 노린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이다(Kikuhara, 2005). 호리허리노린재

과에는 전 세계 50여속 200여종의 곤충이 있으며, 주로 아열대

와 열대지방에 많이 분포한다(Ghahari et al., 2010). 국내에서

는 5속 6종의 곤충이 기록되어 있다(Paek et al., 2010). 일본

에서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비롯해서 R. linearis, R. 

ryukyuensis의 Riptortus속 3종이 보고되었다. 톱다리개미허리

노린재는 1775년에 Gerris pedestris Fabricius로 최초로 명명

되었으며 1873년에 명명된 Riptortus clavatus Stål로 최근까지 

사용되다가 Kikuhara, (2005)가 동종이명으로 보고하였다. 일

본에 분포하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체장이 수컷은 14.5- 

17.2 mm이고 암컷은 13.4-17.2 mm로 다른 두 종에 비해 크고 

가슴판에 검은색 돌기(black granule)가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

다(Kikuhara, 2005). 

분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안마, 인도에 분포하고 

있다(Kikuhara, 2005).

기주식물

현재까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발생이 알려진 기주식물

로는 콩과 작물인 콩(Son et al., 2000; Kang et al., 2003), 자운

영(Mizutani et al., 2011), 헤어리베치(Seo et al., 2011), 붉은토

끼풀(Mizutani et al., 2011) 등과 단감(Kang et al., 2003), 유자

(Choi et al., 2000; Kang et al., 2003), 보리(Mainali and Lim, 

2012), 참깨(Mainali and Lim, 2012), 조, 기장, 수수(Kim et al., 

2010) 등이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발생 생태의 이해를 

위해 주요 먹이와 영양 성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

졌는데(Noda and Kamano, 1983; Kim and Lim, 2012), 대체로 

콩을 단독 혹은 다른 먹이와의 조합으로 공급했을 때 발육, 수

명, 산란수 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아 콩이 가장 적합한 먹이

원이며(Kikuchi and Kobayashi, 1986; Bae et al., 2004; Seo et 

al., 2011; Kim and Lim, 2012), 그 외 팥, 강낭콩(Bae et al., 

2004), 땅콩(Bae et al., 2004), 녹두(Bae et al., 2009), 클로버 등

의 콩과식물에서도 발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감과 사과만으

로는 약충이 발육하지 못하는 것(Kim and Lim, 2012)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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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수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일시적인 먹이원인 불완전

기주로 보인다(Lee et al., 2009b).

생태

발생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3회 발생하는 

것으로 Huh et al. (2005a)이 연중 발생 소장과 난소발육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하였지만, 발육기간과 성충수명이 길어서 

야외에서 발생세대를 뚜렷이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호

남지역의 명주나물콩에서는 8월 하순(5월 하순 파종한 경우)

과 9월 중순(6월 중순 파종한 경우)이 발생최성기라고 하였다

(Lee et al., 2004). 단감원에서는 8월 20일 전후가 흑광등(black 

light trap)에 가장 많이 유살되는 시기로 보고되었다(Kang et 

al., 2003). 

휴면과 월동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포장주위 잡초나 포장내 잔재물에

서 월동한다(Lee et al., 2004; Shin et al., 2012). 암수 성충의 생

식휴면 유기에는 일장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며, 일본 교토지방

(위도 35도)에서는 섭씨 20과 30도에서 휴면유기 한계 일장이 

13.5시간이며, 위도가 높은 모리오카지방(위도 39.7도)에서는 

휴면 유기 한계 일장이 14와 15시간 사이로 보고되었다

(Numata, 2004). 수컷도 생식 휴면에 들어가며 집합페로몬을 

분비하지 않는다(Mizutani et al., 2008a). 휴면종료에는 장일조

건이 중요한데, Huh et al. (2010)은 휴면 중인 톱다리개미허리

노린재 암컷의 경우 고온장일 조건(25℃, 14L: 10D)에서 14일 

이상을 처리했을 경우 휴면종료가 된다고 하였다. 생식휴면으

로 월동 후 이른 봄에는 보리나 밀 재배지에서 성충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콩 포장에 침입하기 전까지는 참깨 혹은 다른 콩과 

식물을 섭식하면서 생존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et al., 2011). 

개화기의 콩 포장에서는 성충보다는 알이 더 먼저 보이기도 하

는데, Jung et al. (2008)은 개화기 꼬투리를 섭식하기 위해 외부

로부터 콩 포장 안으로 이입하여 들어오는 개체들의 대다수가 

이미 교미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타 생물적 특징

발육기간 등의 생물적 특징은 기주식물 혹은 먹이 조건과 온

도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었다. Kim et al. (2009)은 포트에 심은 

콩과 건조된 콩 종자를 공급했을 때 25℃에서 알에서 5령충까

지의 평균 발육기간은 34일이며, 성충의 수명은 109일, 총 산란

수는 456개이라고 하였다. 반면 Bae et al. (2005)은 새알콩과 대

광땅콩을 공급했을 경우 24℃에서 알에서 5령충까지의 평균 발

육기간은 40일이며, 성충의 수명은 49일, 총 산란수는 52개이라

고 하였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15-20일의 간격으로 교미

를 하며, 1회의 교미에서 약 550개의 정자를 저정낭(spermatheca)

에 보관하면서 그 중 약 30%를 수정에 사용한다(Sakurai, 1998).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다른 노린재과(Pentatomidae) 노린

재와는 달리 난괴로 산란하지 않고 대체로 잎당 한 개의 알을 

식물체 상부의 잎 뒷면에 낳는다(Jung et al., 2008, Kim and 

Lim, 2010a). 또한 기주식물뿐만 아니라 비기주식물에도 흩트

려 산란하는 행동 습성을 보이는데, Leal et al. (1995)는 이것을 

천적 기생벌인 노린재깡충좀벌[Ooencyrtus nezarae (Ishii)]에 

의한 공격률을 낮추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비기주식물에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약충은 기주식물을 찾아

야 하기 때문에 적합도(fitness)는 떨어 진다. 그래서 2령 약충

이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다리를 발달시켜 이동력이 크고 

빠르며, 또한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도 비교적 오랫동안 살아남

을 수 있게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Nakajima et al., 2010) 그러나 

실내 실험에서 하루 이동거리는 2령충이 180 m로 3-5령충의 

340 m 보다 적다는 보고가 있다(Tabuchi et al., 2007).

피해

콩을 가해하는 노린재류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썩덩나

무노린재, 가로줄노린재, 풀색노린재, 가시노린재, 가시점둥글

노린재, 우리가시허리노린재, 넓적배허리노린재, 알락수염노

린재 등이 있다(Paik et al., 2007b). 이중 작물재배기간 내내 가

장 발생이 빈번한 것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이며, 알락수염

노린재는 콩 재배 초기에 흔하며 풀색노린재는 재배 후반기에 

발생 비율이 높다. 여러 식물의 종실을 섭식하는 다른 노린재류

와 달리 가로줄노린재는 콩에서만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피해를 받은 콩의 잎이나 줄기는 

무성하게 되어 생식성장으로의 전환이 안 되어 충실한 종자형

성이 안된다고 하였다(Suzuki et al., 1991; Lee et al., 2004). 콩 

생식생장 단계별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섭식에 의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착협시(R3)에 톱다리개미허리노리재 성충을 섭식

시켰을 때는, 빈 꼬투리를 만들어 종자로 전혀 발육하지 못한 

판형종자의 생성비율이 종실비대기(R6)에서의 가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6기에 섭식시켰을 때는 종자모양은 거의 정상적

이나 종피에 갈색 혹은 검은 반점이 뚜렷한 종자 수가 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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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다(Lee et al., 2004, Jung et al., 2005a). Lee et al. 

(2004)은 명주나물콩의 경우 노린재에 의한 콩 피해면적율이 

50% 이상일 경우 발아율이 2%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

는데 Oh et al. (2010)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피해를 입

은 종실의 성분 변화도 보고되었는데 지방과 탄수화물의 함량

은 감소하고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Bae et al., 2006). 또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콩의 종실 섭

식을 통해 콩에 soybean yeast sopt병을 유발하는 Eremothecium

균을 풀색노린재, 가로줄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와 함께 섭식 

활동을 통해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ura et al., 2008). 

단감에서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의한 피해 증상은 처음에

서는 꼭지 부위에 8-10 mm의 중앙부가 움푹 패인 둥근 반점이 

생기고 과실내부가 하얀 스펀지 상태가 되며, 흡즙 후 2-3일 동

안에 누런 반점으로 광택을 잃고 곪은 상태가 되어 떨어진다

(Lee et al., 2009b). 유자에서는 노린재에 흡즙 3일후에는 함몰

형 흑색반점이 나타나다가 10일이 지나면 유백색으로 변한다

고 하였다(Kang et al., 2003). 

해충관리

예찰법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밀도조사법으로는 막대기로 콩 식

물체를 가볍게 두드려 비행하는 충수를 조사하는 불출법(flushing 

method)이 추천되었으며, 이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같이 

이동성이 강한 노린재 밀도 조사에 적합하다고 하였다(Bae et 

al., 2007). 반면 콩에서 피해를 주는 다른 노린재류인 가로줄노

린재, 풀색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및 썩덩나무노린재에는 타

락법이 추천되었다.

살충제 이용

현재 노린재의 방제약제로는 다이아지논(diazinon), 에토펜

프록스수화제(etofenprox) 등 17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기적

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KCPA, 2012). 키틴생합성저해제인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은 성충에 대해 산란억제 효과와 

알에 대해서는 부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hn et 

al., 1992; Kim et al., 1992). 야외에서 채집한 5종 노린재류의 7

종 약제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였을 때 반수치사농도(LC₅₀)

는 노린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델타메트린(deltamethrin)에서 

0.4~2.3 ppm으로 가장 낮다. 반면, LC₅₀이 가장 높은 약제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경우는 펜티온(fenthion)이었으며, 

다른 노린재류는 펜토에이트(phenthoate)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노린재간 비교에서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에서 평균 반수치사농도가 7.5 ppm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썩덩나무노린재(16.6 ppm), 알락수염노린재(17.6 ppm), 풀색

노린재(19.1 ppm), 가로줄노린재(28.4 ppm)의 순이었다(Bae 

et al., 2008). 약제방제효과는 명주나물콩 생육단계중 착협성

기(R4)와 종실비대시(R5), 종실비대기(R6)에 각각 10일 간격

으로 1회씩 총 3회 에토펜프록스 유탁제 처리시 91%의 방제효

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04). 일본에서

는 펜티온을 콩재배 초기에 2회만 처리하여도 만족할 만한 방

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Setokuchi et al., 1986). Bae et al. 

(2008)은 공시약제에 대한 노린재류의 상대적 내성비가 1.0 미

만으로 약제감수성이 매우 높아 콩 포장에서 약제 살포에 의한 

노린재류의 방제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다. Ahn et al. 

(1992)은 노린재의 약충 영기가 진행될 수록 디플루벤주론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Takeuchi and 

Endo (2012)는 약충에 비해 성충의 반수치사농도가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약제 방제를 위해서는 발생하는 노린재

의 발육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톱다리개미허리

노린재는 이동성이 강하여 약제를 이용한 방제효과가 떨어진

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내 비행기록 장치를 이용한 측

정에서 수컷 성충은 하루 최대 3.1 km, 암컷 성충은 4.6 km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Tsunoda and Moriya, 2008). 최근에

는 노린재가 살충제 분해가 가능한 공생균(Burkholderia spp. 

symbiont)을 취하여 살충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Kikuchi et al., 2012). Kwon et al. (2011)은 살충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14종에 대해 약제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고삼추출물이 포함된 3종의 방제가가 우수한 것을 

보고하였으나, 120시간 이후에 100%의 살충률을 보여 일반 살

충제에 비해 속효성이 낮아 발생초기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하였다.

집합페로몬트랩의 이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집합페로몬은 지금까지 (E)-2-hexenyl 

(Z)-3-hexenoate (E2HZ3H) 및 (E)-2-hexenyl (E)-2-hexenoate 

(E2HE2H), tetradecyl (=myristyl) isobutyrate (14:iBu or MI), 

octadecyl isobutyrate의 네 성분이 밝혀졌으며(Leal et al., 1995; 

Yasuda et al., 2007a and b), E2HZ3H와 E2HE2H이 주요성분

이고 14:iBu가 추가되어 1:1:1의 비율로 배합하였을 때 유인력

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Huh et al., 2005b; Huh et al., 2008). 

Endo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페로몬 성분의 배합 조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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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모

든 성분에 반응을 보인다고 하여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

으나, 이것은 지역적인 혹은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고 Huh et al. (2005b)이 분석하였다. 또한 (E)-2-hexenyl 

hexenoate (E2-6:Hx)도 집합페로몬 성분으로 처음에는 알려졌

지만, 약충과 성충을 도망가게 하는 경보페로몬으로 작용한다

(Leal and Kadosawa, 1992). 하지만 Yasuda et al. (2007b)는 

E2-6:Hx을 14:iBu와 함께 사용했을 때 유인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E2-6:Hx을 집합페로몬으로 분류하였다. 톱다리개미허

리노린재의 집합페로몬은 수컷 성충에 의해 분비되며 수컷 성

충의 페로몬 분비량은 교미여부와 체중 및 하루 중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우화 후 일수가 경과할수록 수컷의 집합페로몬 

분비량이 많아졌으며, 4-9월까지 채집된 수컷의 집합페로몬 

검출량은 10월에 채집된 수컷의 검출량보다 높았으며, 11월과 

12월에 채집된 수컷에서는 집합페로몬이 검출되지 않았다

(Huh et al., 2009). Mizutani et al. (2007)은 지방체가 잘 발달된 

개체의 경우 집합페로몬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인 14:iBu의 조

성 비율이 증가하여 더 많은 노린재들이 유인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집합페로몬에는 동종의 암수 성충과 약충 모두가 유인되

며, 휴면여부와 무관하게 유인된 노린재 성충의 대부분

(68-88%)이 굶은 것으로 보아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집합

페로몬은 성적인(sexual) 기능보다는 먹이원 혹은 기주 식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Yasuda et al., 

2007b; Mizutani et al., 2008b). 흥미롭게도 톱다리개미허리노

린재의 집합페로몬 성분 중 E2HE2H는 가로줄노린재도 유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Huh et al., 2005c), 이러한 교차 유인 

현상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유인된 가로줄노린재의 위에 

음식물이 적은 것으로 보아 가로줄노린재의 먹이 탐색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인다. 가로줄노린재 수컷은 독자적인 페로

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10-11월 가로줄노린재가 휴면단계에 

있을 때 성적으로 미성숙한 암수 성충을 유인하는 것으로 보아 

성적인 기능이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Endo et al., 2010). 따

라서 집합페로몬에 대한 노린재의 반응이 기주 식물의 생장단

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콩에서는 페로몬 트랩에 유인되는 

암컷 성충의 수가 개화기(R1-R2)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Lim, 2010a; Endo et al., 2011). 현재 집합페로몬

을 이용한 유인트랩이 개발되어 주로 노린재 발생 모니터링과 

일부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암컷 성충에 의해 분비

되는 페로몬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Jung and Im (2003)은 암컷 

성충을 이용한 생충 트랩에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 10배 이상 많

이 유인되는 것으로 보아 암컷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성유

인물을 분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Bae et 

al. (2012)는 암컷 성충에 의한 수컷 성충의 유인효과를 확인하

지 못하였다. Mizutani et al. (2007)은 암컷 성충에서 수컷이 분

비하는 경보페로몬으로 알려진 E2-6:Hx을 발견하여 보고 한 

바 있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발생예찰에 적합한 집합페로몬 트랩

은 피쉬(통발)트랩이며, 지면으로부터 60 cm 높이에서 유인량

이 가장 많다(Paik et al., 2009a). 페로몬 트랩에 유인된 톱다리

개미허리노린재 암수 성비는 1.5:1로 암컷 성충이 가장 많았고,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유인 트랩에 가로줄노린재도 동시에 포

획된다(Paik et al., 2009b). Bae et al. (2010)은 톱다리개미허리

노린재가 트랩의 색깔별로 유인되는 정도를 조사하여 황색 트

랩에 가장 많이 유인됨을 보고하였으며, 다음은 백색, 흑색, 녹

색, 청색, 갈색의 순이었다. 또한 트랩설치높이에 따른 비교에

서는 80 cm에서 가장 많은 성충이 유인되었다. 현재 집합페로

몬을 이용한 유인트랩은 노린재 예찰용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

지만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실제 노린재의 밀도 감소와 수

확량 증대가 이루어지는 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Park et 

al. (2012)은 페로몬 트랩의 피해 경감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트

랩 밀도의 증가에 따른 수확량 증대 경향은 없지만 포장 면적 

385-770 m
2
 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

였다. 기존 연구된 트랩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연구나 새로

운 유인제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예를 들어 

집합페로몬 트랩에 먹이(건조 대두 + 건조 땅콩 + 물)를 첨가한 

것이 페로몬만 달아준 트랩이나 무처리 트랩보다 더 많은 수의 

암컷과 수컷을 유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Huh and Park, 2006). 

Huh et al. (2005d)은 단감 농가에서 생선 조각을 노린재 유인

제 사용하는 것을 참고하여, 어취의 노린재 유인효과를 집합페

로몬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고등

어의 메탄올 추출물을 유인제로 설치한 트랩에서 집합페로몬

을 사용한 트랩에 유인된 수준 이상의 노린재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더 흥미로운 점은 어취에는 대부분 수컷만이 

유인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페로몬과 같은 성특이적 화합물

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인트랩으로 사용할 경우 

암수 모두가 유인되는 집합페로몬 트랩에 비해 생식 가능한 개

체들을 농장 주변에 증가시키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

다. 또한 트랩의 형태를 변경하여 노린재의 유인 효과를 높이는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두 개의 마니토바(Manitoba) 트랩 형태

를 수평으로 연결해 놓은 대칭(symmetry) 트랩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통발형 트랩이나 피라미드형 트랩에 비해 6-28 배의 많

은 노린재가 유인되어 대량포획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

다(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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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tural enemies of Riptortus pedestris 

Species name (Korean name)
Native 

location

Life stage 

attacked
Other hemipteran hosts (Korean name)

Insecta

  Diptera (Tachnidae)

    Dionaea magnifrons Korea
1

Adult -

  Hymenoptera (Encyrtidae)

    Ooencyrtus nezarae

   (노린재깡충좀벌)

Korea
2
 

Japan
3
 

Egg Anacanthocoris concoloratus
4
, A. sordidus (꽈리허리노린재)

5
, Chauliops 

fallax (게눈노린재)
6
, Dolycoris baccarum (알락수염노린재)

3
, Eysarcoris guttiger

(점박이둥글노린재)
3,4,7

, Homoeocerus unipunctatus (두점배허리노린재)
4,8

, H. 

marginiventris (녹두허리노린재)
9
, Leptocorisa chinensis (호리허리노린재)

4
, 

Megacopta punctissimum (무당알노린재)
3,4,8

, Nezara antennata (풀색노린

재)
4,7

, Nezara viridula (남쪽풀색노린재)
4
, Piezodorus hybneri (가로줄노린

재)
3,4,7

, Plautia crossota stali (갈색날개노린재)
10

  Hymenoptera (Eupelmidae)

    Anastatus japonicus Japan
11

Egg Nezara antennata (풀색노린재)
12

, Nezara viridula (남쪽풀색노린재)
12

, 

Tessaratoma papillosa
13

  Hymenoptera (Scelionidae)

    Gryon japonicum

   (노린재검정알벌)

Korea
2
 

Japan
3
 

Egg Leptocorisa chinensis (호리허리노린재)
14

, Cletus punctiger (시골가시허리노

린재)
14

, Cletus rusticus
14

    Gryon hakonense Japan
15

Egg -

    Gryon nigiricorne Japan
3

Egg -

Bacilli

  Bacillales (Bacillaceae) 

    Bacillus thuringiensis serovar 

morrisoni (H8ab) 

Japan
16

Nymph -

1
Son et al. (2008), 

2
Paik et al. (2007a), 

3
Hirose et al. (1996), 

4
Zhang et al. (2005), 

5
Nakajima et al. (2012), 

6
Tayutivutikul and Yano (1989), 

7
Mizutani et al. (1996), 

8
Takasu and Hirose (1986), 

9
Tachikawa et al. (1963), 

10
Tachikawa et al. (1977), 

11
Noda (1989), 

12
Hokyo et al. (1966), 

13
Xing and Li (1990), 

14
Noda (1990), 

15
Mineo (1981), 

16
Kubota et al. (2006).

천적의 이용

생물적 방제에서 널리 사용된 천적군은 기생벌이며 이들은 

1) 생존률이 높으며, 2) 적은수의 기주만으로도 발육이 가능하

며, 3) 낮은 기주 밀도에서도 개체군의 유지가 되며, 4) 기주 범

위가 대부분 넓지 않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Pedigo and 

Rice, 2006). 노린재류의 생물적 방제에도 이러한 벌목과 파리

목의 기생벌들이 가장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Orr, 1988; Knight 

and Gurr, 2007; Panizzi, 2013). 문헌상에 나타난 노린재류의 

생물적 방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남쪽풀색노린재의 고전적 

생물적 방제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된 Trissolcus basalis 

(Wollaston)이다(Orr, 1988; Knight and Gurr, 2007). Corrêa- 

Ferreira and Moscardi (1996)는 노린재류 방제를 위해 T. basalis

를 방사하였을 때 트랩에 포획된 노린재수는 54% 감소하였으

며 작물에서 밀도는 58%가 감소하여 효과적인 천적으로서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알에서 우화하는 알기생벌로는 노린

재검정알벌[Gryon japonicum (Ashmead)]과 노린재깡충좀벌

이 주요종이다(Paik et al., 2007a; Son et al., 2009). 일본에서는 

Gryon hakonense (Ashmead)와 Gryon nigiricorne (Dodd), 

Anastatus japonicus Ashmead도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기

생벌로 보고되어 있다(Table 1). 노린재검정알벌은 단포식성

(solitary)으로 시골가시허리노린재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 4종을 기생한다. 노린재깡충좀벌은 한국과 일본, 중국, 태국

에 분포하며(Zhang et al., 2005), 지금까지 톱다리개미허리노

린재를 포함한 14종의 노린재를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서만 다포식성(gregarious)이다

(Table 1). 노린재깡충좀벌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가로줄

노린재의 알에 대한 선호성 조사에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알을 더 선호하였다(Mizutani and Kunimi, 1999). Teraok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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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ata (2004)는 노린재깡충좀벌이 기주가 드물거나 없는 11월

에 성충으로 휴면에 들어가 월동하며, 이듬해 5월경에 알을 성

숙시키고 산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린재검정알벌과 노린재

깡충좀벌은 비대칭적 계절적 발생양상을 보이는데, 노린재검

정알벌은 주로 봄에서 여름까지, 노린재깡충좀벌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우점이었다(Mainali and Lim, 2012).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집합페로몬은 천적 기생벌인 노린

재검정알벌과 노린재깡충좀벌에 의해 카이로몬으로 이용되며

(Numata et al., 1990; Leal et al., 1995; Mizutani et al., 1999; 

Masuta et al., 2001; Mizutani, 2006; Paik et al., 2009b; Son et 

al., 2009), 페로몬트랩 사용만으로 야외 포장에서의 기생률이 

향상되는 것이 보고되었다(Mizutani, 2006; Son et al., 2009). 

페로몬성분 중 EZHZ3H가 노린재깡충좀벌에 가장 유인력이 

좋으며(Mizutani et al., 1997; Masuta et al., 2001; Huh and 

Park, 2005), 노린재검정알벌의 경우 페로몬트랩이 설치된 곳

에서 15 m까지 기생률이 향상된다(Paik et al., 2009b). Alim 

and Lim (2011)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페로몬트랩에 유인

된 천적이 증식을 할 수 있게 저온저장으로 불활성화된 노린재

알을 트랩에 같이 설치하였는데, 실제 야외 기생률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밝혀졌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침입해충이 아니어서 도입 천적에 

의한 생물적 방제 보다는 천적의 증식 방사나 보존에 의한 생물

적 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콩의 경제적 가

치와 소규모의 재배 방식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친 증식 방사에 

의한 생물적 방제 프로그램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살충제 사용의 최소화, 기주 자원의 공급(Alim 

and Lim, 2011), 천적 유인 물질 이용 등 천적에 유리한 환경 조

성을 통한 보존적 생물적 방제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하겠다. 

저항성 품종의 이용과 재배적 방법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의한 피해해석을 위해 자연발생포

장 및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접종구로 시험하였을 때 협 피해 

및 수량 감소가 적었던 품종은 풍산나물콩, 소백나물콩, 두유

콩, 신팔달콩 2호이고, 명주나물콩, 만리콩, 황금콩은 피해가 

심한 품종으로 조사되었다(Oh et al., 2009). 특히 풍산나물콩

의 경우 발육과 체중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노린재가 선호하지 

않는 품종이라고 하였다(Choi et al., 2005). 콩 품종간 톱다리

개미허리노린재에 의한 선호성 연구에서 모용(trichome)이 갈

색인 품종군이 8.2%로 피해율이 낮았으며, 제색(hilium color)

도 황색에 비해 담갈색>갈색>회갈색 순으로 제색이 짙은 품종

군에서 피해율이 낮다고 하였다(Oh et al., 2009). 종실의 경우

에도 담갈색에 비해 갈색에서 피해가 적었으며, 품종별 종실비

대기(R6) 단계의 협 길이가 짧은 품종군이 긴 품종군에 비해 피

해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협의 색과 길이도 노린재 저항성에 관

여하는 형질로 보고하였다(Oh et al., 2009).

일본에서는 종자의 크기가 작은 콩 품종인 Kyushu-143이 원

래는 거세미나방에 대한 저항성 품종으로 육종이 되었지만 노

린재에 의한 피해도 적다고 보고되었다(Wada et al., 2006). 국

내에서도 은하콩과 야생콩과의 교잡으로 이소플라본의 함유량

이 일반콩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아가콩이 개발되었는데(Lee et 

al., 2005), Kim and Lim (2010b)은 이 아가콩이 다른 대립종인 

청자콩이나 대원콩에 비해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발생이 적

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아가콩 종자를 먹이로 톱다리개미

허리노린재를 사육할 경우 생존율이 다른 콩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아가콩의 낮은 키와 작은 종자 크기가 

노린재의 발생이 적은 이유라고 하였다. 

Ishimoto and Kitamura (1993)는 야생 녹두 세 품종이 톱다

리개미허리노린재의 약충 발육을 저해하는 것을 보고하였으

며, 그 원인으로는 종피의 두께나 종자의 크기와는 무관한 생화

학적 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녹두(장안녹

두) 종자가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대해 강한 섭식저항성과

(Jung et al., 2005b) 높은 약충 치사률이 나타났으며(Choi et al., 

2005), 장안녹두 식물체에 대한 산란선호성도 다른 콩 품종들

에 비해 가장 낮았다(Jung et al., 2008). Jung et al. (2011)이 국

내외 콩과식물의 유전자원에 대해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항

생성을 조사한 결과 재배콩(Glycine max) 약 60여 품종과 돌콩

(G. soja) 약 600여점은 항생성이 없었다. 또한 미국이나 아르

헨티나로부터 도입된 노린재과 해충에 대해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자원들 역시 항생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 

Glycine속 다른 종 약 80여 유전자원들 중 일부와 Vigna속 식물

들 중에서 여우새팥(V. nakashimae)의 약 120점의 대부분이, 

Phaseolus속과 Cajanus속 약 20여 유전자원은 항생성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Masahiro et al. (1990)는 일본에서 콩의 개화시기가 늦어지

면 노린재의 밀도와 그에 의한 피해가 낮았는데, 이는 노린재가 

다른 작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정식시기의 변경

이나 품종 선택을 통한 콩의 개화시기의 조절이 노린재 방제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Wada et al. (2006)도 Fukuyutaka와 

Sachiyutaka, Kyushu-143 콩의 일반적인 파종기인 7월초 대신

에 7월말에 파종하여 노린재의 발생 밀도가 낮아져서 콩 종자

에서의 피해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Setokuchi et al. 

(1986)은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정식시기를 달리하였을 

때 제일 먼저 파종한 경우와 제일 나중에 파종한 경우에 톱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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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허리노린재와 가로줄노린재, 남쪽풀색노린재에 의한 피

해가 가장 높다고 하여 정식시기의 조절을 통한 노린재 방제효

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인작물 이용

Son (2007)은 노린재류 유인 콩 품종인 다진풋콩, 청자콩을 

주품종인 태광콩 둘레에 각 2골씩 재배하여 노린재류를 유인한 

후 방충망으로 피복한 후에 약제를 살포하여 주 품종에서의 피

해율은 낮아지고 종실수량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Smith et al. (2009) 미국 아칸사주에서 조생종 콩을 이용한 노

린재(남쪽풀색노린재, Acrosternum hilare, Euschistus servus)

의 경종적 방제를 시도하였지만 4-5주정도 산란처로 선호되었

지만 연중 방제 효과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변 콩의 성숙

시기를 같게할 수 있는 경우나 대단위 지역에서 시도할 경우에

만 조생종을 이용한 경종적 방제법 사용을 권고하였다. 일본에

서는 Osakabe and Honda (2002)도 조생종 콩을 유인작물로 옥

수수를 차단작물(barrier crop)로 사용하여 2년간 노린재 방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유인작물과 차단작물 모두 톱다리개미허

리노린재와 다른 4가지 노린재과 노린재류에 대한 방제 효과는 

없다고 하였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경우 유인작물로 사

용한 조생종 콩에 유인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다만, Youn 

and Jung (2008)은 메밀을 유인작물로 사용했을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노린재 방제효과는 없었지만 천적 기생벌에 의한 기

생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고하였다.

향후 연구방향과 해결과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대한 콩 재배포장에서 노린재의 

주요 발생시기, 발생하는 종류 및 가해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생태적 연구

에 대한 국내외간 연구수준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린재 가

해시 발생하는 화학적 변화에 대해 식물체가 가해를 받았을 때 

화학물질 변화 및 노린재의 월동 생태와 생리적 기작, 노린재 

공생미생물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외국(주로 일본)에서는 많

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러한 연구 사례가 적

은 편이다. 특히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비기주 식물에도 산

란하므로 실제 발육과 생식이 가능한 시기별 주요 기주 식물의 

확인과 비기주 식물의 먹이자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유인트랩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발생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와 주요 작물의 경제적피해허용수준 결

정, 주변 농업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 방제 매뉴얼의 작성 등

이 요구된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천적의 연간 발생동향

을 동시에 조사하여 자연적 밀도감소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작

부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에 개발된 방제기술을 종합적

으로 투입하여 노린재를 방제할 수 있는 종합방제체계의 확립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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