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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토마토에서 황색트랩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표본조사법
송정흡*ㆍ이광주ㆍ양영택ㆍ이신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Sampling Plan for Bemisia tabaci Adults by Using Yellow-color Sticky Traps 

in Tomato Greenhouses
Jeong Heub Song*, Kwang Ju Lee, Young Taek Yang and Shin Chan Lee

Division of Sustainable Agricultural Research, Jeju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Seogwipo 697-828, Korea

ABSTRACT: The sweetpotato whitefly (SPW), Bemisia tabaci Gennadius, is a major pest in  tomato greenhouses on Jeju Island because

they transmit viral diseases. To develop practical sampling methods for adult SPWs, yellow-color sticky traps were used in commercial

tomato greenhouses throughout the western part of Jeju Island in 2011 and 2012. On the basis of the size and growing conditions in the

tomato greenhouses, 20 to 30 traps were installed in each greenhouse for developing a sampling plan. Adult SPWs were more attracted

to horizontal traps placed 60 cm above the ground than to vertical trap placed 10 cm above the plant canopy. The spatial patterns of the

adult SPWs were evaluated using Taylor’s power law (TPL) and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 The results showed that adult 

SPWs were aggregated in each surveyed greenhouse. In this study, TPL showed better performance because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
2
). On the basis of the fixed-precision level sampling plan using TPL parameters, more traps were required for higher

precision in lower SPW densities per trap. A sequential sampling stop line was constructed using TPL parameters. If the treatment 

threshold was greater than 10 maximum adult SPWs on a trap, the required traps numbered 15 at a fixed-precision level of 0.25.  In 

estimating the mean density per trap, the proportion of traps with two or more adult SPWs was more efficient than whole counting: ln(m)

= 1.19 + 0.90 ln(-ln(1-p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prevent the dissemination of SPW as a viral disease vector by using

accurate control decision in SPW manag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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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는 바이러스병의 매개로 인해 제주지역 시설재배 토마토에서 가장 중요한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황색끈끈이

트랩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성충의 실용적인 발생밀도 추정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과 2012년 제주 서부지역의 농가재배 토마토 포장에서 

포장 상황에 따라 20～30개의 트랩을 설치하여 7～10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황색끈끈이트랩을 지상 60 cm 높이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것

이 작물 상단 10 cm 위에 수직으로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은 담배가루이가 유인되었다. 황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된 담배가루이 성충의 분포형태를 

Taylor’s power law (TPL)과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을 이용 분석한 결과 두 회귀식의 기울기값이 모두 “1”보다 커 담배가루이 

성충이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다. TPL의 결정계수(r
2
)값이 IPR보다 더 높아 TPL이 담배가루이 성충의 공간분포 특성을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황색끈끈이트랩의 수를 TPL 상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정확도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밀도가 낮

을수록 필요한 트랩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TPL 상수를 이용하여 고정 정확도 수준에서 조사를 중지하더라도 트랩당 평균밀도를 추정이 가

능한 누적밀도를 계산하였다. 담배가루이 성충의 방제시기를 트랩 최고 밀도 10마리로 가정했을 때 이 밀도에서 필요한 포장당 트랩수는 고정정

확도 0.25수준에서 15개이었다. 담배가루이 성충의 트랩당 평균밀도는 트랩마다 모든 성충수를 계수하는 것보다 2마리 이상 유인된 트랩의 비율

을 가지고 추정하는 이항모델 [ln(m) = 1.19 + 0.90 ln(-ln(1-pT))]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담배가루이 성충에 대한 정

확한 방제의사 결정을 통해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 확산을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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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Gennadius))는 시설재배 채소

류와 관상용 식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500여종의 기

주식물이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 해충은 

24개 이상의 생태형(biotype)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B와 Q 생

태형이 농작물에 피해가 크다(van Lenteren, 1988; Oliveira et 

al., 2001). 국내에서 담배가루이발생은 1998년 충청북도 진천

군의 시설장미에서 B 생태형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Q 생태형

은 2004년 경남과 전남지역의 토마토에서 발생이 확인되었고

(Lee et al., 2005), 현재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생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담배가루이는 흡즙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분비

된 감로에 의해 그을음병이 발생되어 광합성이 억제되는 간접

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담배가루이는 이러한 피해

보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 100여종의 식물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바이러스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Muñiz, 2000; Navas-Castillo et al., 

2011; Zhang et al., 2005). 국내에서도 TYLCV가 2008년 처음 

발생이 확인된 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토마토 재

배에서 가장 중요한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다(Park et al., 2012).

합리적인 담배가루이 관리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

방법과 방제밀도 등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살충제 사용

과 저항성 해충의 출현을 줄일 수 있다(Tonhasca et al., 1994; 

Naranjo and Flint, 1995; Palumbo et al., 1994). 특히 바이러스

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가루이 성충을 예찰하기 위한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토마토재배는 주로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

시 대정읍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봄재배 작형은 3～7월, 

가을재배 작형은 9～12월에 재배되고 있다. 토마토에서 담배

가루이는 봄작형에서는 5월 중순부터, 가을작형에서는 정식 

직후인 9월 상순부터 발생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Song, 

J.H., unpublished observation). 이와 같은 발생양상은 봄작형

에서는 4월 하순부터 온도조절을 위하여 하우스 환기부를 개폐

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담배가루이 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Song, J.H., personal observation). 가을작형(정식시기: 

8월 하순～9월 하순)의 경우 정식직후부터 담배가루이 밀도가 

높은 경향이었으며,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이 확

산되면서 정식시기가 10월중하순으로 늦춰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루이, 잎굴파리, 진딧물 등의 해충발생을 

조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시

설재배 토마토에 발생하는 담배가루이 성충의 효율적인 표본

조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황색끈끈이트랩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성충의 밀도조사는 2011～

2012년 봄과 가을 재배작형에 대해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토마토 재배포장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자

료는 발생밀도가 낮았던 봄재배 작형의 지역별 각 3개씩 총 6개 

포장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마토 재배 하우스 형태는 

폭 5.5 m, 길이는 40～70 m의 연동 하우스로 면적은 1,400～

3,400 m
2
로 조사포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사포장의 토마

토 줄기유인방법은 장기재배를 하는 1개 포장에서는 장기재배

를 위해 줄기내림유인정지법을 이용하였으나 다른 포장은 토

마토 재배에 가장 일반적인 주지 1본 정지법으로 재배하였다. 

토마토 재배 시에 수확이 완료된 화방의 아랫부분의 잎은 대부

분 제거하였으며, 일부 제거하지 않은 포장도 있었다.

트랩 설치 및 조사

황색끈끈이트랩은 10 × 15 cm 크기의 평판트랩(Greenagrotech, 

Korea)을 이용하였다. 포장당 트랩수는 외곽에 위치한 하우스

동부터 하우스 길이와 연동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하우스 전체

에 고르게 20～30개를 배치하였다. 트랩설치는 조사포장 중 하

엽을 제거하지 않는 주지1본정지법으로 재배하는 4개 포장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토마토 유인줄을 이용하여 

작물 상단 위 10 cm 부근에 트랩을 고정시켰다(수직방향). 하엽

을 제거하는 주지1본정지법과 줄기내림유인정지법을 이용하

는 2개 포장은 “ﾡ” 모양의 지주대를 이용하여 지상 60 cm 높이에 

지면과 수평으로 위쪽이 끈끈한 면이 오도록 하였다(수평방향). 

수직방향으로 트랩을 설치하고 조사간격을 7일 단위로 하는 

경우 트랩에 토마토 잎이 붙기도 하고 재배 후기에 작물길이가 

너무 높아 트랩을 교체하기 힘든 단점이 있었다. 트랩은 7～10

일 간격으로 랩필름을 씌워 수거한 후 실험실로 가져와 실체현

미경(× 7배) 하에서 담배가루이 성충수를 조사하였다. 황색끈

끈이트랩에 유인된 담배가루이는 온실가루이와의 구분이 어렵

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가루이 성충을 채집하여 동정한 결과 

모두 담배가루이로 판명되어 본 연구에서 발생한 가루이는 담

배가루이로 판단하였다.

트랩 설치방법과 담배가루이 유인과의 관계

트랩 높이와 방향에 따른 담배가루이 성충의 유인수를 비교

하기 위하여 2011년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토마토에서 임의의 

토마토 9주를 선정하여 황색끈끈이트랩을 수직방향과 수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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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Bemisia tabaci adults caught
on yellow-color sticky traps placed vertically 10 cm above plant 
height and horizontally 60 cm above ground in a tomato greenhouse.
Error bars represent ±SEM. All surveyed data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향으로 각 1개씩 트랩을 설치하여 비교하였다. 본 시험 포장은 

하엽을 제거하는 주지1본정지법으로 재배되고 있었다. 시험은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7～10일 간격으로 교체하여 유인된 

담배가루이 성충수를 조사하였다. 조사일별로 설치방법에 따

른 담배가루이 유인수 차이는 Stu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자료분석

분산지수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Taylor’s power law 

(TPL)과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 두가지 방법을 사

용하였다. TPL은 자연로그를 취한 평균(m)과 분산(s
2
)의 일반

선형회귀식

ln  ln ln  (1)

이다(Taylor, 1961). IPR은 평균밀도(m)과 평균군집도[m
* 

= 

m+(s
2
/m)-1]의 일반선형회귀식

m
*
 =α+βm (2)

이다(Iwao, 1968; Lloyd, 1967). 분산형태는 일반선형 회귀식

의 기울기값(b, β)가 1.0보다 크면 집중분포를 의미하는데, 이

는 Student-t test를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또한 조사연도와 트

랩설치 방법에 따른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편의 동일성은 공분

산분석(ANCOVA)로 검정하였다(Sokal and Rholf, 1981).

곤충의 분포형태가 집중분포를 하고 있어 방제의사를 결정

할 때 평균밀도를 이용하면 일부에서는 이미 경제적 피해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

균밀도(m)와 최고밀도(Wmx)와의 관계를 회귀선의 적합성을 높

이기 위하여 자연로그(ln)로 수치를 변환한 후 일반선형회귀식

ln


   ln  (3)

을 이용하였다.

TPL 상수를 이용하여 발생밀도 추정에 필요한 표본수와 표

본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누적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담배가루

이 성충의 트랩당 평균밀도(m)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본수(n)

는 Green (1970)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4)

표본조사중지선은

ln

 ln  ln  (5)

식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서 Tn은 표본 n까지의 누적수, 

D(=SE/m)는 고정 정확도, n은 표본크기, a와 b는 TPL 상수이

다. 본 연구에서 필요 표본수와 표본조사중지선을 결정하는데 

이용한 D값은 0.20과 0.25, 0.30이었으며, 일반적으로 해충관

리에 이용되고 있는 정확도는 0.25이다(Southwood, 1978).

일반선형 회귀식 상수의 추정은 SAS의 PROC GLM을 이용

하였으며(SAS Institute, 1999), 적합성은 결정계수(r
2
)으로 평

가하였다.

조사현장에서 황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된 담배가루이 성충을 

조사하는데 포획된 충수를 모두 조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이를 손쉽게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항표본조사법

을 이용하고 있다. 평균밀도(m)와 담배가루이 성충이 T마리보

다 많이 유인된 트랩비율(pT)간의 관계를 Kono and Sugino 

(1958)의 경험이항모델

ln  ′′ln ln

  (6)

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과 ′은 회귀식 상수이며, 최적의 T값

은 회귀식의 결정계수(r
2
)와 회귀식 잔차의 제곱평균(MSE)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트랩 설치방법과 담배가루이 유인과의 관계

온실가루이, Trialeurodes vaporariorum는 황녹색광(500～

600 nm)에 반응하여 유인 및 착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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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persion indices for Bemisia tabaci adults caught on yellow-color sticky traps in tomato greenhouses

n
Taylor’s power law Iwao’s patchiness regression

lna±SE b±SE r
2

α±SE β±SE r
2

Trap Direction

Horizontal 21 0.64±0.14 1.66±0.10 0.93 -0.54±0.93 2.18±0.19 0.88

Vertical 19 0.49±0.22 1.38±0.14 0.85 0.02±2.27
n.s.

1.65±0.37 0.54

Year

2011 24 0.73±0.18 1.58±0.12 0.88 -0.09±1.80
n.s.

2.14±0.32 0.68

2012 16 0.42±0.14 1.31±0.10 0.92 -0.09±0.50
n.s.

1.34±0.09 0.94

Combied 40 0.59±0.14 1.49±0.09 0.87 -0.10±1.17
n.s.

1.85±0.21 0.67

Fig. 2. Relationship between maximum and mean numbers of 
Bemisia tabaci adults caught in a trap in a tomato greenhouse. 
The dotted line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around the 
predicted equation (solid line).

져 있으며(Coombe, 1982), 담배가루이도 이와 유사하다. 트랩 

높이와 방향에 따른 담배가루이 성충의 유인수를 비교한 결과 

수평방향의 트랩이 수직방향보다 많은 성충이 유인되었으며

(t=2.75, p<0.01), 조사기간 동안 담배가루이 성충의 밀도변동

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 1). 담배가루이가 수직방향 트랩의 

부착가능한 표면적이 수평방향보다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수평

방향 트랩에 더 많이 유인된 것은 담배가루이 성충의 분산행동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Gerling and Horowitz, 1984). 

그러나 토마토 유인방법은 동일하였지만 하엽을 제거하지 않

은 다른 토마토 포장에서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평방향

에 거의 유인되지 않았다(Song, J.H., unpublished observation). 

이는 토마토 하엽을 제거하지 않은 포장에서는 토마토 잎이 수

평방향 트랩을 가리기 때문에 트랩표면의 광반사율이 낮아 유

인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트랩의 광반사율과 담배가

루이 유인력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분산지수

분산지수 분석 자료는 낮은 밀도에서 정확도가 높은 표본조

사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사한 자료 중 트랩당 평균밀도가 

12.0마리 이하의 자료만을 이용하였으며, 공간분포의 특성 분

석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PL과 IPR을 이용하

였다.

트랩설치 방법과 연도별 회귀식의 절편과 기울기의 차이를 

공분산분석(ANCOVA)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모두 유의성

이 없었다(트랩설치 방법: F1,36=0.79, p>0.1; F1,36=2.46, p>0.1, 

연도: F1,36=12.85, p>0.1; F1,36=2.30, p>0.1 ). 따라서 TPL 분석

에서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평균과 분산간의 관계 모델에 적용

이 가능하였다.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TPL의 결정계수가 IPR보다 높으

면서 변이 폭이 작아 TPL이 담배가루이 성충의 공간분포 특성

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PL의 결정계수

(r
2
)의 범위는 0.85～0.93인 반면 IPR에서는 0.54～0.94로 

TPL의 변이폭이 작아 더 안정적이었으며, 2012년을 제외한 나

머지의 결정계수가 TPL이 IPR보다 높았다. 이 두 회귀식의 기

울기값(b와 β)가 모두 “1”보다 커 집중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이는 목화에서 트랩의 형태와 설치위치에 따

른 TPL 상수가 1.49～1.88로 집중분포를 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Naranjo, 1996).

표본조사법

최근 국내에서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담배가루이 방제에서 성충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담배가루이 성충 발생을 예찰하기 위

하여 설치한 황색끈끈이트랩의 트랩당 평균밀도보다 작물에서

의 발생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방제의사 결정에 더 중요하다. 토

마토에서 담배가루이 발생과 황색끈끈이트랩 유인밀도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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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quired number of trap per greenhouse on the basis of 
different mean numbers of Bemisia tabaci adults per trap at a 
fixed-precision level of 0.20, 0.25, and 0.30 in a tomato greenhouse.

Fig. 4. Sequential sampling stop lines for estimating the densities 
of Bemisia tabaci adults at a fixed precision level of 0.20, 0.25 and 
0.30.

Table 2. Parameters of an empirical binomial model, ln(m) = ′  + ′  ln(-ln(1-pT)), that relates the mean number of Bemisia tabaci adults per 
trap to the proportion of traps that caught more than T  whiteflies

T ′±SE ′±SE N r
2

MSE

0 0.519±0.065 1.259±0.073 35 0.90 0.1493

1 1.187±0.055 0.895±0.043 39 0.92 0.1059

2 1.593±0.074 0.744±0.055 34 0.85 0.1392

3 1.800±0.072 0.632±0.048 32 0.85 0.1116

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으나 트랩을 7일 동안 설치

했을 때 10마리 이상 유인된 트랩이 나타나는 시기에 토마토에

서 담배가루이 성충이 관찰되고 있어(Song, J.H., unpublished 

observation) 이를 담배가루이 방제시기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포장별 조사일의 트랩당 평균밀도(m)와 최고밀도(Wmx)

와의 관계를 두 값에 대하여 선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로

그를 취한 후 일반선형회귀식으로 추정한 결과 ln(Wmx) = 1.52 + 

0.82 ln(m) (F1,40=310.82, p<0.001, r
2
=0.89)이었다(Fig. 2). 이 

식으로부터 최고밀도가 10마리(신뢰구간 : 6～31)일 때의 트

랩당 평균밀도는 3.6마리로 추정되었다. 분산지수 분석에 이용

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검정한 결과 1개의 자료를 제외한 나

머지는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 들어와 있었으며, 분산지수 분

석에 이용하지 않은 다른 포장에서 얻은 독립된 자료는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 있어 적합도가 높았다.

시설토마토에서 담배가루이 성충을 황색끈끈이트랩을 이용

하여 표본조사할 때 고정 정확도(D) 0.20과 0.25, 0.30에서 필

요한 트랩수를 TPL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Fig. 3). 고정

정확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정 평균밀도 추정에 필요한 트랩

수는 증가하였다. 최고 밀도가 10마리 이상이 되는 트랩당 평균

밀도 3.6마리일 때 고정정확도 0.25와 0.30 수준에서 각각 15개

와 10개였다.

일정 고정정확도 수준에서 담배가루이 평균밀도가 증가함

에 따라 필요한 트랩수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고정정확도 

0.25 수준에서 트랩당 평균밀도가 1.0 마리, 5.0 마리, 10.0 마리

일 때 필요한 트랩수는 각각 29개와 13개, 9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토마토에서 담배가루이 발생을 예찰하는 경우 포장당 

트랩을 5개 정도로 고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

하면 해충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정정확도 

0.25수준에서는 포장당 트랩 5개를 설치하는 경우 추정 가능한 

트랩당 평균밀도는 26마리 이상으로 그 이하의 낮은 밀도를 추

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트랩당 평균밀도 10마리 이하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포장당 트랩을 최소한 9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본조사를 할 때 표본수를 고정하여 전체를 조사하는 것보

다 조사한 표본에서의 개체 누적수를 이용하면 조사비용을 줄

일 수 있다. 이는 트랩에 유인된 담배가루이 성충 누적수가 표

본조사중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표본조사를 중지하고 평균밀도

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TPL 상수를 이용하여 고정

정확도 수준별로 조사를 중지하는 시점에서의 누적 밀도를 계

산하였다(Fig. 4). 고정정확도 수준이 높을수록 표본조사를 중

지할 수 있는 누적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조사 트랩수가 증가하

면 조사중지를 위한 누적 성충수는 감소하였다. 트랩당 평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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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10마리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트랩수

와 누적 가루이수는 고정 정확도 수준 0.20에서는 14개와 140

마리, 0.25에서 9개와 89마리, 0.30에서 6개와 64마리였다.

트랩에 유인된 담배가루이 T=0마리과 1마리, 2마리, 3마리

보다 많은 성충이 유인된 트랩의 비율(pT)과 평균밀도(m)와의 

관계를 경험이항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2). T = 1일 

때 회귀식의 결정계수(r
2
)가 가장 높고, 회귀식 잔차의 제곱평균

(MSE)이 가장 낮았다[ln   ln ln

 , 

F1,37=443.31, p<0.001)]. 이 식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담배가루

이가 2마리 이상 유인된 트랩의 비율로부터 조사포장의 평균밀

도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시설토마토에서 황색끈끈이트랩을 이용하여 

담배가루이 성충을 예찰하는 경우 재배방법에 따라 트랩 설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 트랩설치는 수확한 열매부위 아

래쪽 하엽을 제거하는 주지1본정지법이나 줄기내림유인정지

법을 이용하여 토마토를 재배하는 포장에서는 지상 60 cm 높

이에 수평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았다. 토마토에서 담배가루이 

성충의 발생초기를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조사포장당 15개 이

상의 트랩이 필요로 했다. 본 연구결과는 트랩유인 밀도와 작물

에서 발생밀도와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는 담배가

루이 관리방안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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