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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시설재배지에서 점박이응애의 발생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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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ean densities of two-spotted spider mite (TSM), Tetranichus urticae Koch adults from January to April in 
2014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 and dispersion pattern of T. urticae on purpose of  developing a monitoring method 
in the strawberry PVC house.  Difference of density of T. urticae adult on middle and both side of leaf wasn’t significantly. 
Density of T. urticae in investigation at different furrows and investigating points was the highest at the right and left 
sides of a furrow in strawberry PVC house. In results of comparing the dispersion incides of Taylor’s power law (TPL) 
with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 TPL described better mean-relationship for the dispersion indieces compared 
to IPR. Slopes and intercepts of TPL from leaf samples did not differ among surveyed regions. Also, Distribution of 
T. urticae in a strawberry PVC house was the gravitation of the distribution because b and β values of TPL and IPR 
was bigger th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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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딸기는 재배면적에 있어 우리나라의 시설작물 중 수박, 

참외 다음으로 재배되고 있는 중요한 작물이다. 우리나라

에서 딸기 재배는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하고 있으며 노지

재배는 제주도의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다. 딸기는 장미과

에 속하며 장미와 함께 점박이응애의 발생이 많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Butcher et al., 1989). 비닐 하우스 재배 딸기

에서 점박이응애의 발생은 재배 초기인 10월부터 발생이 

시작되어 5℃ 이상인 시설내에서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밀도가 증가한다(Kim et al., 2001). 또한, 약제

저항성이 잘 발달하여 지속적인 화학방제에도 불구하고 방

제가 쉽지 않은 해충이다(Croft et al., 1984). 점박이응애

에 의한 딸기의 피해는 딸기의 발육에 직접적으로 작용하

지는 않으나, 잎의 세포액을 흡즙하기 때문에 엽록소가 감

소하여 광합성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 수확량이나 딸기의 

발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병해충종합관리(IPM)에 있어 신뢰성있고 경제적인 해

충발생 예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이다(Ruesink 

and Kogen, 1982). 병해충 종합관리에 있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해충의 밀도를 정확히 추정

하고, 밀도나 피해수준에 따라 방제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해충의 밀도 추정과 피해수준의 분류를 효율

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본추출법을 개발, 이용

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조사 표본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고정된 조사 표본수에 기초한 방법보다 비용과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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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Waters, 1955).

본 연구에서는  딸기의 시설재배에 있어 발생하는 점박

이응애의 포장내 공간적분포를 분석하였고 추후 적정 표본

수를 확인하기 위한 표본중지선 결정을 위하여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wao, 1968)과 Taylor’s power 

law (Taylor, 1961)에 근거한 분포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충남도내 딸기 시설재배 농가에서 2014년 1월부터 4월

까지 7~10일 간격으로 딸기 점박이응애를 조사하였다. 전

년도부터 발생한 점박이응애 밀도를 낮추기 위하여 농약인 

abamectin을 사용하였고, 약제살포 10일 후부터 조사하였

다. 딸기의 품종은 설향이었으며 조사면적은 600-660 m
2
 이

었고, 논산지역에서 4개 포장, 당진지역에서 6개 포장을 

조사하였다. 딸기 재배는 지역의 농가관행에 의한 병해충 

방제 및 시비를 실시하였으며 농가가 스스로 병해충 방제

시기 및 방제농약을 결정하였다.

1. 잎간 분포와 지역간 분포

조사지점의 선정은 조사포장의 형태 및 면적과 넝쿨성인 

딸기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20 m 간격으로 하였고 4개의 

고랑에 지그재그형태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지점

에서 50 cm 간격으로 양쪽으로 2주씩 선정하여 지점당 총 

5주를 조사주로 하였다. 조사주에서 가장 큰 잎을 선정하고 

딸기의 형태를 고려할 때 중앙 잎을 기준으로 양쪽 잎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잎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자의 보는 눈에 

따라 안보일 수 있는 점박이응애 약충은 배제하고 성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당 점박이응애 밀도와 

분산은 조사일에 포장당 점박이응애의 밀도를 합하여 계산

하였다. 잎당 점박이응애 성충의 밀도와 분산은 조사포장

별로 계산하였고 고정 정확도(D=SE/m)에서 잎의 위치에 

따른 개체군 밀도 추정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TPL에서 계산

된 상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Green, 1970), 평균 

밀도에 따라 D값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크기(n)는

N=a m 
(b-2) 

D
-2

식에 의해 구했다.

2. 통계분석

분산지수는 Iwao’s patchiness regressionm (IPR)과 

Taylor’s power law (TPL)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IPR은 잎당 평균밀도(m)에 대한 평균 군집도(
*m
)

*m 
= 


 

의 회귀식

*m
 =  

이다(Iwao, 1968; Lloyd, 1967). β는 생물이 환경을 이

용하는 형태(분포형태)와 관계되는 반면에 α는 생물의 단

위 면적당 밀도를 나타낸다(Southwood, 1978). 

TPL은 log 평균(m)에 대한 log 분산(s
2
)의 회귀식

log   log   log

이다(Taylor, 1961; Taylor, 1971). 기울기(b)는 종 특이적

인 집중상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절편(log a)은 환경, 표본

조사 과정과 이용된 표본 단위에 관계되는 규모요인이다. 

회귀식 상수를 추정하는데는 SAS (SAS Institute, 1995)

의 일반선형회귀모델(PROC GLM)을 이용하였고, 각 선형 

모델의 적합성은 결정계수(r
2
)의 추정에 의해 평가하였다. 

또한 회귀선의 기울기가 1.0보다 크다는 것은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판정하였으며, 각 조사포장간 회귀식 

절편과 기울기의 동일성은 공분산분석(ANCOVA)으로 검

정하였다(Sokal and Rholf, 1981).

III. 결과 및 고찰

논산과 당진 두 지역에서 조사한 딸기 시설포장내 점박

이응애 밀도는 중앙엽과 양쪽 좌우의 잎에서의 밀도를 비

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으며 지역간 밀도차이는 크게 나타

났다(Fig. 1). 당진의 경우, 새롭게 딸기를 재배하는 지역으

로 점박이응애는 약제 사용에 의하여 밀도가 낮게 유지되

었고, 대부분 약제는 abamectin을 이용하고 있었다. 논산

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포장이 친환경 방제방법을 사용하

고 있었기 때문에 점박이응애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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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ensities of TSM adults on strawberry leaf in Dangjin and Nonsan, 2014.

Fig. 2. The densities of TSM on leaves of strawberries at different furrows and investigation points in 4 PVC houses in Nonsan 
(P=0.05).

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포장내 분포

딸기 점박이응애 포장내 조사에서 고랑의 경우, 논산과 

당진 모두 하우스 측면쪽인 1번과 4번 고랑의 점박이응애 

밀도가 중앙인 2번과 3번 보다 높았고, 조사지점간의 경우, 

논산에서는 하우스의 입구쪽인 1번지점 보다 하우스 후방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았으며 4월 이후부터는 조사지점 

전체에서 밀도가 높아졌다(Fig. 2). 당진에서는 하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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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ensities of TSM on leaves of strawberries at different furrows and investigation points in 6 PVC houses in Dangjin 
(P=0.05).

입구쪽에서 다소 밀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2월 11일 조사

에서부터 조사지점 전체에서 밀도가 높아졌다(Fig. 3).

잎간 분포에 있어 TPL의 결정계수(r
2
) 범위는 논산 0.77, 

당진 0.92 이었으나 IPR의 r
2
 범위는 논산과 당진이 각각 

0.21, 0.50 로 점박이응애의 공간분포는 TPL이 IPR 보다 

더 잘 설명하였다(Table 1). 또한 TPL의 상수값인 a와 b 

값이 IPR의 α와 β보다 변이가 작았다. 특히 TPL b는 논산

과 당진이 각각 1.45와 1.76 이었으나 IPR의 β는 6.26과 

12.69로 넓게 나타났다. TPL의 b 값은 1보다 컸고(P＜0.05) 

IPR의 경우 회귀식 자체에 유의성이 커서 분석의 의미가 

없었다. 이는 점박이응애가 딸기 시설내에서 집중분포형태

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사결과에 

대한 선행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레몬에서 귤응애의 

분포(Jones and Parrella, 1984)와 사과에서 사과응애의 

분포(Nyrop et al., 1989; Nyrop and Binns, 1991)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PL의 절편(a)와 기울기(b)에 대해 공분산분석을 한 결

과 두 지역간에 유의성은 없었다(F=1.36 df=34, P=0.25 

; F=2.11, df=34, P=0.16). 따라서, Taylor 일반 회귀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평균과 분산간의 함수관계 모델에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간 분포에 있어 TPL의 결정계수(r
2
) 범위는 논산 

0.80, 당진 0.94 이었으나 IPR의 r
2
 범위는 논산과 당진이 

각각 0.50, 0.61 였고(Table 2), TPL의 상수값인 a와 b 값

이 IPR의 α와 β보다 변이가 작았다. 지역간의 TPL b 값과 

IPR의 β 값의 비교에서도 잎간의 분석과는 다소 차이는 있

었으나 TPL,보다 IPR이 다소 넓게 나타났다.  TPL과 IPR

의 b 값과 β은 모두 1보다 커서 점박이응애가 집중분포형태

를 보임을 입증해 주었다(P＜0.05). 또한 TPL과 IPR의 절

편과 기울기에 대한 공분산분석의 결과에는 지역간 유의성

은 없었다(F=2.05, df=33, P=0.16, F=4.1, df=34, P=0.05).

Kim 등(2001)은 딸기 시설포장내 점박이 응애의 발생 

정도는 모주의 점박이응애 발생 정도와 정식 후 외부에서 

시설 내로 이입한 점박이응애 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작업자나 농기구에 의하여 묻어 들어오는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으나, 딸기 시설포장내에서의 개체군 

분포에 대한 동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딸기 

점박이응애는 하우스 측면에서의 유입에 의해 밀도가 전체

적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이었으며  농작업이나 농기구에 의

하여 완전 임의로 분포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추후 보다 많은 다량의 표본수를 확보하여 고정정확도에

서의 표본추출법을 이용한 조사 표본수를 결정하고 딸기 

시설하우스에서의 점박이응애 밀도를 효율적으로 추정하

는 정밀 예찰법 개발하여 병해충종합관리 측면에서 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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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leaf dispersion indices for TSM, T. urticae adult on strawberry PVC house in Nonsan and Dangjin, 2014.

Region na TPL IPR

log a±SEM b±SEM r2 α±SEM β±SEM r2

Nonsan 14 3.12±0.27 1.45±0.23 0.77 24.82±13.64 6.26±3.50 0.21

Dangjin 21 2.74±0.17 1.76±0.12 0.92 4.91±6.38 12.69±2.86 0.50

Combined 35 2.77±0.12 1.74±0.08 0.93 9.81±5.99 10.12±1.99 0.44
aThe number of m and s2 or *m  pairs used to calculate the regression statistics.

Table 2. Inter-region dispersion indices for TSM, T. urticae adult on strawberry PVC house in Nonsan and Dangjin, 2014.

Region na
TPL IPR

log a±SEM b±SEM r2 α±SEM β±SEM r2

Nonsan 14 2.64±0.57 1.50±0.21 0.80 31.19±16.21 2.76±0.83 0.50

Dangjin 21 1.86±0.17 1.85±0.10 0.94 5.97±11.37 5.51±1.01 0.61

Combined 35 1.92±0.16 1.78±0.08 0.94 13.16±9.46 4.07±0.63 0.56
aThe number of m and s2 or *m pairs used to calculate the regression statistics.

치를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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