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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관상식물, Erythrina caffra와 Phytolacca dioica을 가해하는 점박이응애를 

방제하기 위한 칠레이리응애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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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logical control of Tetranychus urticae by Phytoseiulus persimilis was carried out on tropical plant (Erythrina caffra,
Phytolacca dioica) from April to July.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Tropical Plant Resources Research Center of
Korea National Arboretum. Phytoseiulus persimilis (200 individual/tree) was released once (12. May) to control Tet-
ranychus urticae. We measured the density of leaf-feeding T. urticae at intervals of approximately 2weeks after intro-
ducing P. persimilis. The densities of T. urticae were suppressed 10%, in Erythrina caffra and 49% in Phytolacca
dioicas after 2 weeks introduc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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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rythrina caffra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장미목(Rosales)

콩과(Fabaceae) 식물로 주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며 빨간색

의 독특한 열매 모양으로 관상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

며, 최근 들어 원산지인 남아프리카에서의 서식밀도가 크

게 낮아지고 있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식

물이다(Geoff 2005). Phytolacca dioica는 남아메리카가 원

산지인 석죽목(Caryophyllales) 자리공과(Phytolaccaceae)에

속하는 식물로 거대한 우산모양의 수형으로 유명하며 역

시 열대 관상수로 많이 이용되는 식물이다. 이들 식물은

열대 또는 아열대성 식물로 국내에도 다수 도입이 되어

주로 기후가 온화한 남부지방이나 연중 온도관리가 가능

한 식물원 등에서 관상수로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들 식물은 연구와 보존의 목적으로 국립수목원 열대식물

자원연구센터에도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10년 이

후부터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에 의한 피해가 심

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여러 가지 수목이

혼식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내 식물원의 특성상 해충의 발

생 또한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해충

에 취약한 식물에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식물

원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해충의 발

생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점박이응애는 이미 과수 및 농작물에 있어서 많은 피해

를 주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설 온실처

럼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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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체의 잎 뒷면에 주로 서식하며 구기를 통해서 잎의

엽육조직을 흡즙하여 식물의 잎을 갈변화시키며, 심할 경

우 식물의 동화작용을 방해하여 고사시키기도 한다(Hislop

and Jepson 1976). 또한 점박이응애는 15oC 이하의 암조

건에서 휴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Kim et al. 2001) 식물

원 같은 상시 항온 조건을 유지하는 시설에서의 대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칠레이리응애(Phytoseiulus persimilis)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포식성 천적이다. 현재는 천

적 보급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박이응애, 차응애 등의 해충방제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1999). 또한 칠레이리응애

는 해충 탐색 능력과 포식능력이 뛰어나, 주 1회 또는

2회 방사로도 해충 밀도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hn et al. 2004). 

본 실험은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하여 농작물과 식재환경

이 다른 온실 식물원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열대 관상수

에 발생하는 점박이응애의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 및 효

과를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장소

그림 1의 E. caffra와 P. dioica에 발생한 점박이응애에

대한 칠레이리응애의 적용효과 검증은 경기도 포천시 소

홀읍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의 사계

절 항온이 가능한 최첨단 유리온실에서 진행되었다. 열대

식물자원연구센터는 연중 항온이 유지되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열대지역의 희귀식물 3,000여종이 양육되고

있는 공간이다. 시험은 대상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열

대식물자원연구센터 2온실에서 진행되었다. 시험 기간 동

안 평균온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Fluctuation of air temperature of national arboretum tropical plants resources research center from April to July, 2013.

Fig. 1. Erythrina caffra and Phytolacca dioica in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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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한 점박이응애의 밀도 억제효과

2013년 4월 30일 해당 수목에 대한 점박이응애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관찰하였고, 5월 10일 천적인 칠레이리응

애를 식물 한 주당 200개체씩 해당 수목에 직접 방사하

였다. 이후 5월 12일부터 2주 간격으로 엽당 평균 개체수

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의 관리 특

성상 별도의 대조구를 두어서 실험은 할 수 없었으며, 천

적 방사 후 점박이응애의 밀도변화를 기록하여 방제 가

능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7월 23일까지 총

10주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시험구에서 점박이응애가

발견되지 않은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점박이응애의 엽당

밀도는 해당 식물체의 잎 5개를 미리 표시한 후 매 조사

시 마다 엽당 전체 개체수를 조사한 후 5잎의 평균값으

로 기록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칠레이리응애는 (주)오상킨섹트에서 자

체 생산한 공시충을 이용하였으며, 대부분 성충 형태로

방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한 점박이응애의 억제효과

열대 관상수 E. caffra와 P. dioica에 발생한 점박이응애

에 대한 칠레이리응애의 밀도억제 효과는 표 1, 2와 같다.

2013년 4월 30일 사전조사를 통해서 해당 수목에 점박이

응애의 발생을 확인한 후 5월 12일 칠레이리응애를 주당

200개체씩 수목에 직접 방사 처리한 후 2주 간격으로 대

상 식물의 엽당 평균 점박이응애의 개체밀도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E. caffra는 최초 기록 시점에서 엽당 평균 점박이응애

의 개체수가 1,575개체로 조사되어 상당히 높은 밀도를

보였다. 이후 2주차 조사에서는 엽당 평균 155.7개체, 4주

차 조사에서는 101.7개체로 개체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0주차 조사에서는 점박이응애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P. dioica에서는 최초 기록 시점인 5월

14일에는 엽당 평균 124개체로 나타났고, 이후 2주차에

61.3개체, 4주차에 34개체가 조사된 이후 점박이응애의 밀

도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Yangzigi et al. (1990)은 가지에서 차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칠레이리응애를 적용한 결과 방사 4주 후 98.5%의

높은 밀도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Kim et al. (1999)

은 신선초에서 차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칠레이리응애를

적용한 결과 방사 6주 후 98%의 높은 밀도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두 종류의 열대 관상수 모

두에서 칠레이리응애 방사 후 2주차 조사에서 가장 큰 폭

의 밀도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E. caffra의 경우에는

8주차 이후에, P. dioica의 경우에는 6주차 이후에 점박이

응애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E. caffra의 경우 방사

후 2주차에 큰 폭의 밀도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6주차 조

사에서는 2주전 해충의 밀도보다 약 130% 높게 나타났

으나 곧『0』수준으로 억제되었다. 25oC 전후의 온도조

건에서 칠레이리응애의 성충 수명이 36.4일에 달하는 점

에 비추어 보아(Cho et al. 2012) 대부분 성충 형태로 방

사된 칠레이리응애의 세대가 방사 후 40일 시점에서 군

집밀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진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P.

dioica의 경우 매 2주차 간격으로 50% 수준의 밀도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높지 않은 초기 점

박이응애의 밀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칠레이리응애의 방사

밀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Waite (1998)와 Bonomo et al. (1991)은 점박이응애의

밀도가 엽당 1 ~ 2마리수준으로 낮게 발생 했을 때 천적

인 칠레이리응애를 방사하여야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엽당 점박이응애의 밀도가 100 ~

1,500수준으로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이리응애에

의한 점박이응애의 밀도 억제가 가능했다. 열대식물자원

연구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자원을 수집 관리

Table 1. Biological control effect of P. persimilis against T.

urticae on E. caffra in glasshouse

Weeks Date
No. of 

T. urticae/leaf

R. Density

(%)
Remarks

12-May − −
Release 

P. persimilis 

0 weeks 14-May 1,575 100 start record 

2 weeks 28-May 155.7 10

4 weeks 11-June 101.7 6

6 weeks 25-June 120.0 8

8 weeks 9-July 27.3 2

10 weeks 23-July 0 0

Table 2. Biological control effect of P. persimilis against T.

urticae on P. dioica in glasshouse

Weeks Date
No. of 

T. urticae/leaf

R. Density

(%)
Remarks

12-May − −
Release 

P. persimilis 

0 weeks 14-May 124 100 start record 

2 weeks 28-May 61.3 49

4 weeks 11-June 34 27

6 weeks 25-June 2 2

8 weeks 9-July 0.7 1

10 weeks 23-July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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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일반 농작물처럼 단일

식물군이 온실 내에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분류학적 위치가 다른 다양한 식물군이 조밀하게 식

재(Jin et al. 2010)되어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해충의 발생 양상도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수목 위주에 특정 해

충이 국부적으로 발생했을 때, 집중적인 생물적 방제 처

리는 친환경적 방제는 물론 보다 경제적이고 생력적인 방

제 대책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적 요 

주로 식물원내 온실 환경에서 관리되는 열대 관상수

2종(Erythrina caffra와 Phytolacca dioica)에 발생한 점박

이응애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서 칠레이리응애를 국부적

으로 방사 처리하여 점박이응애의 밀도억제 효과를 검정

하였다. 방제실험은 국립수목원내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내 온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대상 식물에 최초로 점박이응

애의 발생이 확인된 후 바로 수목당 200개체의 칠레이리

응애를 방사한 후 매 2주 간격으로 점박이응애의 엽당 밀

도 변화를 기록, 관찰하였다. 조사결과 방사 후 2주차 조

사 시 가장 높은 밀도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8주차 이

후에는 대상 식물내에서 점박이응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험 시설의 특성상 대조구를 설치하지 못한 한계가 있

었으나 방사 후 14일 내에 Erythrina caffra는 최초 조사

밀도 대비 10% 수준으로, Phytolacca dioica는 50%수준

이하로 밀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부적인 처리를

통한 식물원내 생물적방제 처리는 식물원내 국부적인 점

박이응애의 방제에 있어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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