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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four different light-emitting diodes (LEDs)

as potential attractants for Tyrophagus putrescentiae adults,

attractiveness of blue (470 nm), green (520 nm), yellow (590 nm),

and red (625 nm) LEDs were investigated at 20, 40, and 60 lx

luminance intensity in LED-equipped Y-maze chamber and

compared with the response to black light bulb (BLB), which is

used in commercial traps. The BLB, the blue LED, the green

LED, the yellow LED, and the red LED did not show the

attractive to T. putrescentiae adult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four LEDs tested could not be used for environment-friendly

control of T. putrescentiae adults.

Keywords attractants · environment-friendly control · light-

emitting diode trap · Tyrophagus putrescentiae

긴털가루응애(Tyrophagus putrescentiae)는 절지 동물문 중 거미

강 진드기목에 속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자유생활을 하고 있으

나 일부는 기생생활을 하면서 따뜻하거나 습기가 많은 상태에

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의 병원성균을 매개한다(Franzolin 등,

1999). 긴털가루응애는 형태적으로나 생활사에서 곤충과는 상당

히 다른 면을 갖고 있으며, 수많은 저장곡물이나 고지방과 단

백질을 함유하는 달걀, 햄, 치즈 및 견과 등의 저장식품을 오염

시키는 종이다(Aygun 등, 2007; Jeon 등, 2012b). 이와 같이

저곡해충에 오염되면 영양분 함량이나 식물종자 발아율을 감소

시켜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Krantz, 1955), 오염된

저장농산물 및 저장식품을 다루는 식품산업관련 종사자나 농민

들에게 알레르기 관련 질환이나 급성장염(Jeon 등, 2012b; Yang

등, 2014) 및 전신과민증을 일으킨다(Matsumoto 등, 1996). 이

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긴털가루응애를 방제하기 위한 유기

인계 합성살비제의 일종인 벤질벤조에이트, 디브틸팔레이트 및

디에칠토루아마이드의 연용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대상 해충의 저항성 발달이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Tabashnik, 1994; Yang 등, 2002). 이러한 화학적 방제법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긴털가루응애를 비롯한 저곡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착트랩, 음파 및 광원을 이용한 친

환경 물리적 저곡해충 방제제 개발에 많은 연구가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Chu 등, 2003; Park 등, 2011; Kim 등, 2012;

Yang 등, 2013). 그 중에서도 기존 광원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

율과 선택적인 파장조절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를 이용한 친환경 저곡해충방제를 위한 연구가 주

목되고 있다(Yeh과 Chung, 2009; Oh과 Lee, 2010; Kim과

Lee, 2012). 따라서 본 연구팀은 LED를 이용한 긴털가루응애의

행동반응을 제작된 저곡용 LED 트랩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470 nm (청색), 520 nm (녹색), 590 nm (황색) 및 625 nm (적

색) 광원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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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한 긴털가루응애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생물환경화학과 응용식물생화학실험실 곤충사육실에서 살

비제에 도태하지 않은 감수성 개통으로 10년 이상 사육 한 것

을 사용하였다. 긴털가루응애 사육에 필요한 먹이로는 치어사료

(고려 특수 사료 1호)와 에비오제® (삼일식품, Korea)를 1:1 (w/w)

의 비율로 섞은 혼합 사료를 105oC에서 1시간 동안 멸균 시킨

것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혼합 사료에 사용된 치어사료의 조

성은 조단백(44.0%), 조회분(17.0%), 조섬유(4.0%), 조지방

(3.0%), 인(2.0%) 및 칼슘(1.8%)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털가루응애 사육은 플라스틱상자(20.5×20.5×20.5 cm)에 상대

습도 유지 및 긴털가루응애의 도망을 방지하지 위해 포화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약 0.5 cm의 높이로 채우고, 사육 상자보다 작

은 플라스틱 상자(12.5×12.5×7.0 cm)에 준비한 혼합사료와 함께

진드기를 넣은 후 뚜껑을 덮어서 온도 27±1oC와 상대습도

70±5%을 유지하면서 빛이 차단된 암조건에서 사육하였다.

파장은 씨엘라이트(Ciel Light Corp., Korea)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으며, 저곡해충의 LED 광원에 대한 주광성 행동반응을

검정하기 위해 가시광선 영역의 청색 LED (470±10 nm, 15.0±3.1

lumenous flux (lm), CL-1W-UBB), 녹색 LED (520±5 nm,

45.0±3.5 lm, CL-1W-UPGB), 황색 LED (590±5 nm, 40.0±10.0

lm, PP592-8L61-AOBI)와 적색 LED (625±10 nm, 35.0±1.2

lm, CL-1W-URB)를 본 연구를 위한 광원으로 선발하였다. 양

성대조구로는 해충 포집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BLB (315–

400 nm, F8T5 BLB: Sankyo-Denki Co. Ltd., Japan)를 대조구

로 하여 생리활성을 비교하였다.

LED 장치 및 생물검정. 긴털가루응애에 대한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장치(LED-Equipped Y-Maze Chamber)는 LED광원에 대한

저곡해충 쌀바구미의 행동반응실험에서 사용된 연구장치를 참

고하였다(Figs. 1A와 B) (Jeon 등, 2012a). 긴털가루응애의 경

우 동체 길이가 0.2−0.4 mm로 매우 작으며 날개를 갖지 못하

여 이동성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은 저곡해충의 주광성 행동반

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수행에 알맞은 긴털가루응애 맞

춤형 장치를 제작하였고, 이를 저곡해충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

장치에 삽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C). Fig. 1과 같이 제

작된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장치는 중앙에 위치한 곤충투입구를

기준으로 양쪽에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가림막을 기준으로 한

쪽에는 광원을 배치하여 광조건을 형성하였으며, 다른 한쪽에는

암조건을 유지시켜 주었다. 주광성 행동반응의 탐색은 중앙의

곤충투입구를 통해 투입된 저곡해충이 특정파장의 빛에 따라 나

타내는 행동반응을 판별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긴털가루응애

의 LED에 대한 주광성 행동반응은 4가지 파장에서 제작된 저

곡해충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장치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

된 긴털가루응애는 암수가 같은 비율로 혼합된 50마리를 주광

성 행동반응 판별장치의 해충투입구에 방사시켜 진행하였다. 각

파장별 광량을 20, 40 및 60 lx로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빛에 노출된 저곡해충이 광원방향으로 이동한 개체를 양성

주광성 행동반응으로 광조건(light choice), 암조건으로 이동하거

나 광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음성주광성 행동반응으로

암조건(dark choice), 아무런 행동반응을 보이지 않은 개체는 선

택 없음(no choice)로 분류하였다. LED의 광량은 광원으로부터

700 mm 위치된 조도계(LM-322; AS ONE Co., Ltd., Japan)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통계. LED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장치에서 얻어진 유인활성 결

과는 3반복으로 진행되었으며 SPSS (ver. 12,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평균±표준오차 또는 백분율(%)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결과 값의 유

의성을 검정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Tukey’s HSD test를 사

용하였다.

Fig. 1 Model of cross section (A), three dimension (B) and insert tube
(C) in modified Y-m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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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털가루응애의 각각 파장별 광량을 20, 40 및 60 lx로 달리

하여 진행한 실험에서 청색(470±10 nm) LED는 20 lx에서 평균

2.8개체가 유인, 평균 6.3개체가 기피 반응을 보였으며 아무런

행동반응을 보이지 않는 개체수가 40.9마리로 확인되었으며, 40

lx에서는 3.5마리 유인, 6.7마리 기피, 39.8마리 무반응을 보였

고, 60 lx에서 3.2마리 유인, 5.2마리 기피, 그리고 41.6마리가

무반응을 보였다(Table 1). 녹색(520±5 nm) LED는 20 lx에서

2.8마리 유인, 8.9마리 기피, 38.3마리가 무반응, 40 lx에서는 4.2

마리 유인, 4.9마리 기피, 40.9마리 무반응과 60 lx에서 3.9마리

유인, 4.8마리 기피, 41.3마리가 무반응을 보였다. 황색

(590±5 nm) LED는 20 lx에서 5.3마리 유인, 5.1마리 기피, 39.6

마리가 무반응, 40 lx에서는 2.9마리 유인, 4.8마리 기피, 42.3

마리 무반응과 60 lx에서 2.7마리 유인, 1.1마리 기피, 46.2마리

가 무반응을 보였다. 또한 적색(625±10 nm) LED는 20 lx에서

1.2마리 유인, 2.6마리 기피, 46.2마리가 무반응, 40 lx에서는 5.4

마리 유인, 2.9마리 기피, 41.7마리 무반응과 60 lx에서 2.3마리

유인, 2.0마리 기피, 45.7마리가 무반응을 보였다. 긴털가루응애

는 사용된 청색, 녹색, 황색 및 적색 LED 파장과 20, 40 및

60 lx 광량에서 특별한 행동반응특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

불어 양성대조구로 이용된 BLB에서도 긴털가루응애는 음성 및

양성주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ntignus (2000)의 연구문헌에 따르면 곤충의 주광성 행동반

응은 광을 수용하는 감각기관 감각기관에서 광을 인지하여 양

성 또는 음성주광성 행동반응을 나타내며, 감각기관 세포에 따

라 인지할 수 있는 파장 및 광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였다. 하지만 광에 대한 주광성 행동반응 실험결과에서는 긴털

가루응애는 광에 대해 유의성 있는 행동반응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긴털가루응애의 광을 수용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퇴화되었거나 긴털가루응애의 행동반응은 광이 아

닌 후각 및 촉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하였고, 광원을

이용한 기계적 방제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광

원의 조사시간에 따른 행동반응 유추실험에서 한 시간 이상 광

원에 노출되었을 때에 죽은 긴털가루응애 개체가 다수 발견되

었으며, 3시간 이상 광원에 노출되었을 때 모든 긴털가루응애

가 죽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긴털가루응애가 약 90% 수

분으로 이루어졌고, 표피가 다른 곤충 종에 비해 현저히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 조사에 따른 탈수에 의한 것

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광원에 따른 긴털가루응애

의 살비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 록

긴털가루응애 성충을 청색(470 nm), 녹색(520 nm), 황색(590

nm)과 적색(625 nm) light-emitting diode (LED)에서 파장별 광

량을 20, 40 및 60 lx로 달리하여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장치

(LED-equipped Y-maze chamber)에서 상업적 양성대조구 BLB

와 유인활성을 비교하였다. 긴털가루응애는 사용된 청색, 녹색,

황색 및 적색 LED 파장과 20, 40 및 60 lx 광량에서 특별한

행동반응특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양성대조구로 이용된 BLB

에서도 긴털가루응애는 음성/양성주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긴털가루응애는 LED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장치에서는 친환경적 해충방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Keywords 긴털가루응애 · 유인활성 · 친환경적 해충방제 · 

LED 주광성 행동반응 판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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