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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overwinters in some protected areas in Korea. Using a sex pheromone trap, the

adults were monitored since the occurrence of the overwintering populations. In Andong, P. xylostella exhibited four adult peaks in a 

year. Biological characters, such as cold tolerance, insecticide susceptibility, and developmental rate, were analyzed and showed a 

significant variation among different local overwintering populations. Population genetic variation was assessed with molecular 

markers, in which the initial high genetic variation among the overwintering populations decreased with the progress of seasons.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ere may be a significant migration of P. xylostella to decrease the genetic variation among the different local 

populations that are different in biological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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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은 시설재배지를 중심으로 국내 자연 상태에서 월동한다. 안동지역에서 이른 봄부터 배추좀나방 성페로몬트

랩을 이용하여 배추좀나방의 성충 발생 시기를 주기적으로 조사한 결과 연중 4 회의 성충 발생 피크를 보였다. 월동 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지

역 집단 간 생물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내한성, 약제감수성 및 발육속도에서 뚜렷한 집단 특성을 나타냈다. 분자마커로 집단변이를 분석한 결과 

월동세대의 높은 집단변이는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배추좀나방의 국내 월동 집단 사이의 생물적 특성 차이

를 나타냈고, 이들의 높은 유전적 분화는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여 이들 집단 사이의 개체들의 이동에 따른 유전적 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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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은 다양한 배추과 작물을 가

해하는 나비목 해충으로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Kim and Lee, 1991). 전 세계적으로는 

최근 20년간 배추가 속한 배추속(Brassica) 작물의 재배가 급

격하게 늘고 있다(FAOSTAT, 2012). 2009년 재배 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약 340만 hectare로서 과거 20년간 약 39% 증가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배추가 27% 증가하여 화폐가치로 260억 

달러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유채의 

재배 면적도 59% 증가하여 310만 hectare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가해하는 해충

인 배추좀나방의 관리도 더욱 주목 받게 되었다(Schellhorn et 

al., 2008). 

배추좀나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처리한 다양한 화학 농약

은 오히려 다른 해충들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하여 효과

적인 해충군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이들의 기주가 되는 농

작물의 경제적 피해가 늘고 있다(Kim et al., 2011). 배추좀나방

은 비교적 높은 이주 능력으로 남쪽 온난한 지역에서 월동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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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겨울을 지내고 다시 국내로 장거리 이주가 가능할 것으

로 추정하지만, 국내 시설재배지의 증가에 따라 국내 월동 가능

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Kim et al., 1999).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로서 이 곤충이 동결감수성이나 비교적 내한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체내빙결점은 -14.3 ~ -19.2℃까지 발육시기별

로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Hayakawa et al., 1988). 이는 국내 

겨울 기간의 최저 온도에서 체내 빙핵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곤충의 저온 피

해는 체내빙결점 이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배추좀나방은 체내

빙결점 이상의 치사 저온에 노출되기 전에 보다 높은 저온에 미

리 노출될 경우 글리세롤과 같은 내동결물질의 합성 유기를 통

해 저온유기 능력을 지니고 있다(Park and Kim, 2014). 궁극적

으로 국내 겨울 기간의 조건을 모의한 노출실험 결과 배추좀나

방 유충이 기주 작물이 존재하는 시설재배지에서 야외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겨울기간 성페로몬을 이용

한 배추좀나방 성충 발생조사를 통해 월동집단의 존재를 확인

하였다(Kim et al., 2014). 즉, 국내 배추좀나방은 시설재배지를 

중심으로 국내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지

역마다 겨울 기간의 저온 피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들 

사이에 생존할 수 있는 개체들은 이들이 저온에 견디는 내성에 

따라 유전적 병목 과정을 통해 집단 분화를 겪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배추좀나방의 월동집단들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

하여 겨울 기간에 유전적 분화 과정을 겪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일차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상이한 지역

들의 월동집단을 대상으로 분자마커로 유전적 분화를 측정z하

였으며, 이러한 유전적 분화를 증명하기 위해 집단 변이의 원인

이 되는 내한성 및 약제 저항성 차이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이후 계절이 진행함에 따라 이들 세대별 집단 간 유전적 변이 

추이를 분석하여 집단 이주에 따라 월동 개체군들의 유전변이

의 감소가 일어났는지를 추적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배추좀나방 사육

실내충은 안동지역에서 채집된 유충을 실내에서 배추를 먹

이로 약 10 년간 누대 사육한 집단이다. 야외에서 채집한 개체

는 서로 다른 4 개 지역의 집단들로서 2014년 2-3월에 배추밭

(또는 재배지 배추 작물 잔재물)에 발생한 월동세대들이다. 이

들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2014년 2월 16-18일, 33˚14′N 126˚

346′E), 전남 해남(2014년 2월 12-14일, 34˚23′N 126˚42′E), 강

원도 평창(2014년 3월, 37˚43′N 128˚44′E)과 횡성(2014년 3월, 

37˚02′N 128˚20′E)으로 각 지역에서 유충을 채집하였다. 이들

을 실내충과 동일하게 온도 25 ± 1℃, 광조건 16:8 (L:D) h, 상

대습도 60 ± 10% 사육실에서 사육하였다. 유충의 경우 배추를 

먹이로 제공하였고, 성충의 경우 10% 설탕물을 먹이로 제공하

여 사육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차세대 유충을 집단별 생물 

특성 연구에 이용하였다.

야외 배추좀나방 연중 발생 모니터링

2013년 12월 15일 ~ 2014년 10월 21일 기간 동안 경상북도 

안동시(36°34′N 128°42′E)의 기느리, 사시나무골, 하리와 경

기도 구리시(37˚33′N 127˚06′E)등 4 지역을 대상으로 배추좀나

방 성페로몬 트랩(그린아그로텍, 경산, 한국)을 각각 1 개 씩 설

치하여 1 주일 간격으로 포획된 개체수를 모니터링하였다. 성

페로몬 루어는 2 달에 1 회 교체하였다.

월동집단의 생물 특성 비교

집단별 유충 발육속도. 지역별로 채집된 월동충 4 개 집단과 

실내충 1 개 집단을 온도 25 ± 1℃, 광조건 16:8 (L:D) h, 상대습

도 60 ± 10% 사육실에서 사육하며 알부터 번데기에 이르기까

지 매일 각 발육태의 발육상황을 관찰하여 각 발육태별 기간을 

측정하였다. 전체 발육 기간은 알 부화에서 번데기로 용화할 때

까지 조사하여 집단별 발육속도를 측정하였다. 각 집단은 30 마

리의 개체를 이용하였다. 

집단별 약제 감수성. 인독사카브 수화제(경농, 서울) 제품을 

0.5 ppm 농도로 조제하여 잎(직경 1 cm 원형) 침지법을 이용하

여 약제 감수성을 분석하였다. 각 집단은 3령 유충 30 마리씩 3 

반복으로 처리되었다. 처리 후 3일째 치사 개체를 계수하여 사

망률을 측정하였다.

집단별 내한성. 체내빙결점(Park and Kim, 2014) 보다 높은 

저온인 -5℃를 이용하여 2 시간 노출시킨 후 상온에 옮겨 2 시

간 경과 후 치사 개체를 계수하였다. 각 집단은 3령 유충 30 마

리씩 3 반복으로 처리하였다.

배추좀나방 게놈 DNA 추출

배추좀나방 게놈 DNA는 야외 지역별로 채집된 성충을 대상

으로 Kim et al. (2014)의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간략히 기술하

면, 성페로몬 트랩에 채집된 성충을 헥산으로 씻어 끈끈이 점액

물질을 제거시켰다. 이후 다시 날개를 제거한 후 0.5 ml 튜브에

서 멸균된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몸 전체를 마쇄하며, Che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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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easonal occurrence of Plutella xylostella male adults in 
Andong (‘AD1-AD3’) and Guri: (A) Monitoring data from four sites 
(B) A combined data. The males were collected using a sex 
pheromone lure and monitored every week from December 15, 
2013 to October 30, 2014. The overwintering collection data were 
obtained from Kim et al. (2014).

100 (Bio-Rad, Hercules, CA, USA) 5% 용액 50 ㎕를 첨가하였

다. 이 현탁액을 54℃에서 15 분, 100℃에서 3 분간 가열한 후 

10,000 x g에서 20 초간 원심분리하였다. 얻어진 상등액을 분

자지표 분석에 이용하였다.

RAPD (Random Amplification of Polymorphic DNA)를 

이용한 집단 유전변이 분석

RAPD는 Kim et al. (2014)에 기술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30 마리 이상의 시료를 

대상으로 각 유전좌위의 발현 빈도를 유전자빈도로 산출하였

다. 따라서 총 7 개 지역(안동 3개 지역, 구리, 해남, 평창 및 횡

성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RAPD 마커별 유전좌위 다형변이는 

SAS (SAS Institute, 1989) 프로그램의 PROC CLUSTER를 이

용하여 계보적 군집 형성방법을 통해 집단 간의 유전자거리를 

산출하였다.

결 과

야외집단 모니터링

 

배추좀나방의 국내 발생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남부지역인 

안동(3 개 세부 지역: ‘AD1-3’)과 북부지역인 경기도 구리(‘Guri’)

를 대상으로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연중 성충 발생소장을 

모니터링하였다(Fig. 1). 상이한 지역에서 배추좀나방은 서로 

다른 발생 밀도를 나타냈다. 특별히 동일한 안동지역이라 하더

라도 AD2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발생량을 보였

다(Fig. 1A). 이들 발생 집단을 통합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배추좀나방 성충은 연 4회의 발생 피크를 나타냈다(Fig. 1B). 

제1회 성충 발생 피크는 2월 하순-4월 중순에 걸쳐 약 45 일간

의 발생기간을 보였다. 제2회 피크는 5월 초순-6월 초순에 걸쳐 

약 30 일간의 발생기간을 나타냈다. 제3회 피크는 6월 중순-7월 

중순에 걸쳐 약 30 일간의 발생기간을 나타냈다. 제4회 피크는 

9월 초순-10월 중순에 걸쳐 약 45 일간의 발생기간을 나타냈다. 

안동과 구리 두 지역 모두에서 8월 한 달간은 배추좀나방 성충

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별 월동집단 생물 특성 비교

월동집단을 중심으로 미성숙 단계 발육속도를 비교하였다

(Fig. 2). 부화하여 용화까지의 전체 유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 

개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Fig. 2A). 실내집단에 

비해 야외집단들의 발육속도가 빨랐다. 야외 집단 가운데 전남 

해남집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유충 발육을 나타냈다. 이 해남집

단은 실내집단에 비해 약 2.5 일정도 빠른 성장속도를 나타냈

다. 반면에 다른 야외집단은 실내 집단에 비해 약 1 일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집단 사이에도 차이를 나타났다. 거리적

으로 비교적 가까운 강원도의 횡성과 평창 집단들 사이에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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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Geographical variation in larval developmental rates of 
five overwintering populations of Plutella xylostella: Laboratory 
(‘LAB’), Jeju (‘JJ’), Haenam (‘HN’), Hoengseong (‘HS’), and Pyeong-
chang (‘PC’). (A) The entire larval periods from hatch to pupation 
in the five populations. (B) Each larval instar. ‘L1-2’, ‘L2-3’, and 
‘L3-4’ represents each larval instar from the previous molt to the 
next molt. ‘L4-PP’ represents the fifth instar stage from the fifth 
instar molt to a wandering stage. ‘PP-P’ represents the wandering 
larval period. The development was monitored at 25℃ with 30 
newly hatched first instar larval.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Ⅰerror = 0.05 (LSD test) in each developmental stage.

(A)

(B)

Fig. 3. Geographical variation in insecticide susceptibility (A) and 
cold tolerance (B) of five overwintering populations of Plutella 
xylostella: Laboratory (‘LAB’), Jeju (‘JJ’), Haenam (‘HN’), Hoengseong
(‘HS’), and Pyeongchang (‘PC’). For assessment of insecticide 
susceptibility, test insecticide was 0.5 ppm of indoxacarb. Leaf- 
dipping method was used. Mortality was measured at 3 days after 
treatment (DAT).  Cold tolerance test used -5℃ for 2 h. Survival 
was assessed at 2 h after transfer from -5℃ to 25℃. Each test used 
30 larvae at third instar and was replicated thre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Ⅰerror = 0.05 (LSD test). 

육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집단 간 큰 

발육속도 차이를 나타난 것으로 이를 다시 발육시기별로 세부

적으로 분석하였다(Fig. 2B). 전체적으로 이들 야외집단의 발

육속도 차이는 모든 유충 영기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유충 

발육속도에서 나타난 차이는 각 유충 영기별 발육기간에서 동

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해남집단은 1령, 2

령 및 4령 기간에는 가장 빠른 발육속도를 나타냈으나, 3령에서

는 제주집단에 비해 느린 발육 속도를 보였다. 횡성집단이 평창

집단에 비해 빠르게 발육한 것은 1령 기간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야외 월동집단들에 대해 살충제에 대한 약제감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Fig. 3A). 실내집단을 포함하여 야외집단들 사이

에는 살충제 감수성 차이를 나타냈다. 실내집단에 비해 두 강원

도 집단인 평창과 횡성 집단들이 약제에 대한 감수성 저하를 나

타냈다. 야외집단 가운데에서는 평창집단이 가장 낮은 약제 감

수성을 나타냈다. 

야외 월동집단들에 대한 내한성 비교가 실시되었다(Fig. 

3B). 모든 집단들 사이에 내한성 차이를 나타냈다. 제주집단과 

해남집단은 실내집단과 비등하거나 낮은 내한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평창과 횡성 집단들은 실내집단에 비해 높은 내한성을 

보여 주었다. 

지역집단 유전변이의 계절적 추이

배추좀나방이 발생하는 4 개 시기를 중심으로 안동, 구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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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Seasonal genetic variation of Plutella xylostella in different geographical populations assessed with three RAPD markers: Andong 
(‘AD1-AD3’), Guri (‘GR’), Haenam (‘HN’), Hoengseong (‘HS’), and Pyeongchang (‘PC’). At least 30 individuals were analyzed in each seasonal 
population. (A) Genetic variation in the overwintering populations. (B) Genetic variation in the first peak populations. (C) Genetic variation 
in the second peak populations. Sequential clustering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phylogenetic tree using PROC CLUSTER option of SAS 
program.

남, 횡성 및 평창의 지역별 집단들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였다

(Fig. 4). 월동집단(Fig. 4A) 분석은 안동 3 개 지역 집단들과 해

남집단 및 구리집단이 포함되었다. 지역이 가까운 안동 지역이 

하나의 분지를 이루었다. 그러나 야외 제1발생세대(Fig. 4B)와 

야외 제2발생세대(Fig. 4C)로 이어지면서 안동지역 집단들끼

리의 독립성은 잃게 되었다. 세대별 집단 간 최대 유전적 거리

도 월동세대에서 보듯 약 1.65의 크기가 야외 제2발생세대로 

진전하면 약 1.10 정도로 크게 낮아졌다. 

고 찰

국내 농작물 생산량에서 배추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배추좀나방은 배추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배추의 주요 해

충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해

충의 연중 발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 해충이 국내에 문

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도 초반)

에 남부 지역에서 유아등으로 조사한 발표가 있다(Kim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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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이 보고에 따르면 배추좀나방이 5-7월과 9월 하순-11월 

상순으로 구분지어 두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2회와 제3회 발생피크가 전자에 해당

하고 후자는 본 연구의 제4회 발생 피크에 해당하게 된다. 즉, 

본 연구는 유아등 자료에 비해 월동세대에 해당되는 제l회 발생 

피크를 추가로 찾아낸 셈이다. 그러나 이전 발표는 야외 모의실

험에서 배추좀나방이 10-11회 발생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4회 발생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모의실험인 경우 지속하여 배추 먹이를 제공하여 본 연

구에서 제시한 8월 시기에도 먹이 공급이 가능하여 발생횟수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배추는 비교적 저온성 작물

로서 현재 국내 배추 작부체계는 봄배추와 가을배추로 시기적

으로 나뉘어 재배되고 있다(RDA, 2014). 즉, 봄배추는 4월에 

파종하여 5월 중순에 정식하고 6말에서 7월 초에 수확하게 된

다. 반면에 가을배추는 8월 중순에 파종하여 9월 초에 정식하고 

11월 초에 수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월동세대를 제

외한 야외 세대의 발생시기는 이러한 배추 기주 작물의 재배시

기와 일치하고 있다. 특별히 8월에 배추좀나방의 성충 부재는 

이러한 기주 작물의 부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배추좀나방의 발생 소장은 지역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고도

가 높아 연중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지역에서는 기주 작물의 존

재로 비교적 연속적 발생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주 

작물에 따라 배추좀나방의 연중 발생 횟수 및 시기의 다양성은 

일본(5-12 세대: Yamada and Umeya, 1972; Iga, 1985; Iwata, 

1986) 및 캐나다(4-6 세대: Harcourt, 1957) 지역에서 이미 보고

되었다. 본 결과는 배추좀나방을 대상으로 실내에서 온도 발육

실험을 통해 추정하는 야외 발생 횟수 및 발생시기 추정은 오류

가 있으며, 반드시 이 해충의 기주 작물의 재배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휴면 기작을 보유하지 않은 배추좀나방이지만 특정한 야외 

조건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Kim et al., 2014). 이러한 월동세

대는 배추의 재배시기 이전인  2월말에서 4월 중순에 걸쳐 성충

으로 발육한다. 즉, 이들 성충은 봄배추가 재배되는 5-6월 보다 

이르게 야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배추 이외의 

다른 작물이 월동세대 성충이 형성한 제1 야외세대 유충의 먹

이로서 존재해야 본 연구에서 보듯 제2회 성충 피크를 형성하

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시기의 기주를 분석하지 못했으

나, 이른 봄에 나오는 야생 또는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유채가 

이들 배추좀나방 유충의 가능한 기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후

속 야외 조사가 필요하다.

월동세대를 기점으로 계절이 진행함에 야외 증식세대들은 

지역 집단 사이에 유전적 변이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유전변이의 감소는 이들 사이에 개체들의 이주에 따른 유전적 

분화의 감소로 해석된다. 단, 전체적으로 유전적 분화가 감소하

는 상태에서 안동집단 간(AD1과 AD2)에 유전적 거리가 멀어

졌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 자료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

나 흥미롭게도 AD2는 주변에 배추밭은 없지만 성페로몬 트랩

에 배추좀나방의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이다(Fig. 1 참조). 아마

도 배추좀나방의 이동 경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보이

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집단의 이주가 혼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외 2차 발생시기인 경우 다른 지역

에서 유입되는 개체들로 인해 동일한 안동 지역인 AD1과 차이

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직접적 상호 이동의 증거를 찾을 수 없지

만 강원도 평창(PC) 및 횡성(HS) 집단과 유전적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추좀나방은 장거리 이주가 가능

한 곤충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Furlong et al., 2013). 여러 분자

마커로 호주(Endersby et al., 2006)와 극동지역(Li et al., 2006)

에서 조사한 결과는 배추좀나방의 유전적 분화가 낮은 것도 이 

해충의 높은 이동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배추좀

나방에 대해서도 지역 집단들 사이에 유전변이 분석이 진행되

었다(Kim et al., 2001). 여기에서는 지역 간 변이 정도를 소집

단간에 교미 고립에 의해 나타나는 이형접합자빈도 감소를 측

정한 수치 FST로 측정하였는데, 이른 봄의 경우는 지역 간 비교

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영천과 양산이 0.0151로 낮은 반면, 

안동과 영천은 0.0877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후반기에 측

정한 유전변이는 비교적 차이가 줄어들어 0.022 ~ 0.055의 변

이를 나타냈다(Kim et al., 1999).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하와이 

배추좀나방의 경우 지역간 유전변이 정도가 0.028 ~ 0.038인 

결과(Caprio and Tabashnik, 1992)와 유사했으며, 또 같은 시기

에 미토콘드리아 DNA로 분석된 국내집단의 유전거리 측정치

(0.003 ~ 0.014)에서 보듯이 역시 매우 낮은 유전변이를 나타냈

다(Kim et al., 2000). 따라서 월동세대에 나타난 높은 유전적 

변이는 겨울기간중의 지역 간 상이한 환경조건이 월동세대의 

생존력에 차등적으로 작용하여 일종의 유전적 병목현상(Nei et 

al., 1975)이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활발한 배추좀나

방의 이주에 따라 지역 간 유전변이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 실

제로 안동과 상주사이(약 50 Km)에 배추좀나방의 유전변이를 

분석한 결과는 매 세대 11.5 마리의 개체들이 두 지역 간 이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Kim et al., 1999).  

배추좀나방의 이주 가능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생물적 특성

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추좀나

방 지역 집단별로 상이한 생물적 특성을 보여 주었다. 보다 다

양한 야외 집단 변이를 분석하기 위해 안동과 구리 지역 이외에 

강원도(평창과 횡성), 전라남도(해남), 제주도 지역들의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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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들도 분석한 결과, 남부지역인 해남집단은 발육속도가 다

른 지역 집단에 비해 빨랐으며, 저온지역인 평창과 횡성 지역 

집단들은 내한성이 높았고, 약제에 대한 감수성도 지역집단별

로 상이하였다. 배추좀나방은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 농약

에 대한 저항성(Kim et al., 2011)은 물론이고, 전작해충에 널리 

사용되는 피레스로이드 농약에 대해서도 약제저항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Kwon et al., 2004). 또 다른 농약인 싸이클

로다이엔계 농약에 대한 GABA 수용체의 작용점 변환도 배추

좀나방에서 보고되었다(Yuan et al., 2010). 생물농약인 비티 

농약에 대해서도 배추좀나방은 농생태계에서 저항성 개체를 

발현시킨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Tabashnik et al., 1997). 

일반적으로 배추좀나방의 약제저항성은 이 해충이 높은 생식

력과 빠른 생활사에 기인되어 다른 해충에 비해 용이하게 저항

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Talekar and Shelton, 1993). 

그러나 본 연구는 월동집단의 존재에 따라 이전 해의 저항성 집

단들이 이듬해로 이월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지역 집단들 사이

에 이주에 따라 저항성 개체들의 감수성 집단으로의 이입 가능

성을 저항성 발달에 추가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야외 발생 배추

좀나방과 이들에 대한 유전적 및 생리적 변이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 분석에서 갖는 한계점은 집단 간 유전적 거리 분석과 

이들 집단 사이의 생리적 변이(농약감수성, 발육속도)를 연결

하는 데 조사 집단 사이에 일부 불일치에 있다. 이는 월동집단 

사이에 유전적 거리 분석은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수거된 성충 

시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월동 집단의 생리적 분석은 월동유충

이 발생한 지역의 집단을 이용하였기에 두 자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제시하는 사

실은 집단 간 절대적 변이 차이보다는 상대적 변이 차이에서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동일지역의 유전변이와 생물적 변이의 

연관성 보다는 전체적 배추좀나방의 월동세대 변이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리적 자료로서 월동 유

충 발생이 있었던 상이한 지역들 사이에서 변이를 보여주었다. 

후속 연구는 이들 집단 간 변이에 대한 직접적 변이 연계성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동일한 조사지역들에서 발생한 집

단들 사이에 유전적 및 생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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