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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브로콜리에서 배추좀나방 요방제 수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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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Threshold for the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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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economic injury level (EIL) to leaf broccoli (leaf vegetable) by the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L.) in 2007 and obtain basic data for pest managemen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density of

diamondback moth larvae and broccoli leaf yield, experimental plots with five treatments (0, 0.5, 1.0, 1.5 and 2.0 larvae per plant) as 

initial density were established. We inoculated larvae on cheesecloth covering to survey changes in larval density. When grown for 

consumption, leaves of broccoli are harvested in periods. High levels of larvae we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 reductions in leaf yield.

There were 0%, 15%, 35%, 42%, 44% yield reductions due to a density of 0, 0.5, 1.0, 1.5, 2.0 diamond back moth larvae per plant, 

respectively, 25 days after larva inoculation. The regression equation used to predict leaf yield based on the number of initial larvae per 

plant was y = 1636-394x(R
2
 = 0.79***). EIL of the diamondback moth on leaf broccoli was 2~3 larvae per 10 plants for a damage level

of 5%. The economic threshold was 1~2 larvae per 10 plants. Thus, diamondback moth management should be initiated when 1~2 

larvae appear on 10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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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잎브로콜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배추좀나방의 적절한 방제시기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유충접종밀도와 잎브로콜리 피

해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적피해허용수준과 요방제 수준을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추좀나방 3~4령 유충을 주당 0, 0.5, 1.0, 1.5, 2.0

마리를 5월 24일에 접종하고, 6월 1일, 6월 9일, 6월 18일에 발생밀도와 엽수량을 조사한 결과, 초기 접종밀도가 증가할수록 배추좀나방의 발생

밀도는 증가하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엽수량은 감소하였다. 이를 토대로 배추좀나방의 접종밀도와 수량감소율을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y=1636-394x (R
2
=0.79***)로 추정되었다. 잎브로콜리에서 5% 피해율을 경제적 피해한도로 볼 때 배추좀나방의 경제적피해허용수준은 10

주당 2~3마리이고, 요방제 수준은 10주당 1-2마리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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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 L.)은 배추, 무, 케일 등의 채

소뿐만 아니라 화훼인 스토크를 포함한 십자화과 식물만 폭식

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는 중요한 해충으로 세계적

으로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 et al., 1989).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국부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전

국적으로 채소 재배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

를 주는 해충이다. 이 해충은 국내에서 모든 태로 월동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and Lee 1991; Park et al., 1993). 

전라북도에서도 낮은 밀도이지만 1∼2월에 무가온하우스에서 

발견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2월에도 발생하며, 국내에서 연중 

10세대 이상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Kim and Lee, 1991;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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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3). 이 해충은 연 10세대 이상 발생하는 해충으로 발

육기간이 짧아 밀도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약제방제횟수가 많

아짐에 따라 약제 저항성이 빨리 발달하여 방제가 어려운 해충

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방제수단으로 주로 화학적 방제법

에 의존하여 세계적으로 연간40~50억불 이상의 경제적 비용

이 발생한다(Furlong et al., 2013). 배추좀나방에 대한 광범위

하게 사용되어온 살충제들은 각국에서 저항성을 발생시켰으며

(Shelton et al., 2000), Pyrethroids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통 36

종 이상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의 발달이 보고되었다. 그 후 

Spinosad, Indoxacab 등 새로이 개발된 살충제에도 잦은 약제

저항성이 발달되었다(Zhao et al., 2006). 국내에서도 약제가 남

용되고 있으며, 강원도 배추경작지에서 발생하는 배추좀나방

이 일부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에 대하여 저항성이 

나타나고 있어(Cho et al., 2001) 이로 인해 경영비 과다 및 농약

잔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제제로 알려진 

Bacillus thuringiensis(Bt제)에 대한 약제저항성도 해충 중 처

음으로 보고되었다(Tabashnik et al., 1990: Tabashnik, 1994). Bt

제에 저항성이 발현될 경우, 여러 세대 동안 Bt제를 사용하지 않

아야 저항성으로부터 회복된다(Bruce et al., 1994). 이는 배추

좀나방 방제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제 기법 확립이 요구됨

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채소를 즐겨 먹어온 민족으로서 엽채

류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쌈채류의 일부는 십자화과 식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재배포장에서 배추흰나비, 배추좀나

방 등의 해충 발생이 심하여 잦은 약제방제가 요구된다. 이에 

십자화과 엽채류인 잎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에 피해를 주는 배추좀나방에 대한 요방제수준을 설정

하여 쌈채용 십자화과 작물인 적채, 케일 등에도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쌈채류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잎브로콜리에 피해가 심한 배추좀나방의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배추좀나방 유충 접종밀도와 잎브로콜리 피해량과

의 관계를 분석하여 요방제 수준을 설정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포장 및 시험재료

시험포장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전북 익산) 원내에 위치한 

비가림하우스에서 2007년에 수행하였다. 시험을 위하여 잎브

로콜리 품종으로 “토스카나, 아시아 종묘”를 선택하였다. 4월 

28일에 반복구당 폭 150 cm 두둑에 20 m × 15 cm 간격으로 4∼

5엽기 유묘를 77주 정식하였다. 관수는 점적호스를 비닐피복 

전에 열 사이마다 설치하여 충분하고 고르게 수분이 유지되어 

식물체간 수량오차를 줄이고자 하였고, 5∼7일 간격으로 관수

하였다. 재배기간 중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병과 해충은 발생하

지 않았으며, 진딧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진딧물 발생 초기에 진

디혹파리를 1회 방사하였다. 접종한 배추좀나방은 2006년 가을 

원내 포장에서 수집하였다. 겨울 동안 사육실(25℃, L:D = 

16:8)에서 유채를 먹이로 누대사육한 후 접종 2세대 전부터 잎

브로콜리를 먹이로 제공하였다. 

배추좀나방 접종

배추좀나방 성충의 유입을 막고 접종한 배추좀나방의 밀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식 전에 망사케이지(2 × 1.5 × 2 m, 

120 mesh)를 설치하였다. 정식 후 24일째인 5월 18일에 첫수확

을 하였고, 5월 24일에 2차 수확한 후에 곧바로 접종하였다. 배

추좀나방 유충 3∼4령을 주당 0, 0.5, 1.0, 1.5, 2.0 마리 기준으로 

잎브로콜리 잎에 가는 붓을 이용하여 올려 놓았다. 1주당 5~ 10

마리씩을 기준으로 하여 주당 밀도를 산정하여 접종하였다. 반

복구에 정식된 77주에 대하여, 0.5마리/1주처리구는 총 38마

리, 1.0마리/1주처리구는 총 77마리, 1.5마리/1주처리구는 총 

116마리, 2.0마리/1주처리구는 총 154마리를 접종하였다. 시험

구는 완전임의배치법에 따라 3반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접종수준에 따른 배추좀나방 밀도 변화 및 잎브로콜리 엽 

수량 조사

접종 후 7∼9일 간격으로 잎브로콜리를 수확하였다. 접종밀

도에 따른 나방유충의 피해정도를 조사하였다. 배추좀나방의 

밀도는 수확시에 수확하는 잎과 남아있는 잎을 분리하여 유충

과 번데기, 우화 흔적을 조사하여 더하였다. 수확하는 잎에 대

해서는 유충 피해가 있는 잎은 상품성이 없는 잎으로 판단하여 

유충 가해흔의 유무에 따른 건전엽과 피해엽으로 나누어 수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확하는 잎은 유충의 피해가 작은 구멍이 

하나만 있어도 상품성이 없는 잎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잎

의 크기가 10 cm 이상이 되면 수확하였다. 처리구간 접종 밀도

에 따른 건전주 수의 변화도 조사하였다.

요방제수준 및 경제적피해허용수준 설정

배추좀나방 유충의 접종밀도가 잎브로콜리 엽 수확량에 미

치는 영향을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경제적피해허용수준

은 수량감소율 5%로 요방제수준은 경제적피해허용수준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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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he populations of the diamondback moth according to inoculation density: (   ) is day after inoculation.

로 설정하였다(Kiritani, 1980; Pedigo et al., 1986). 초기 접종 

수준에 따른 엽 수량 감소율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였다. 배추좀

나방 유충의 접종밀도에 따른 잎브로콜리 엽 수량에 대하여 

Tukey’s HSD test로 평균간 유의차를 분석하였고, 접종밀도와 

수량감소율과의 관계는 일반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구하였

다(R program, 2014).

결과 및 고찰

배추좀나방 유충을 5월 24일 접종한 이후 접종초기 밀도에 

따른 시기별 배추좀나방 발생밀도를 조사한 결과, 6월 1일부터 

6월 9일, 6월 18일 까지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며 무접종구에서

는 발생되지 않았다. 접종 후 8일에는 대부분의 유충과 번데기

가 관찰되었다. 일부는 우화된 탈피각이 관찰되어 성충으로 탈

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ung et al.(1989)은 배추좀나

방이 1세대가 발육하는 기간이 20℃에서는 29일, 25℃에서 15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평균온도

는 21.2℃였으며, 비가림하우스의 온도는 일상적으로 외부평

균온도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25℃의 발육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1세대가 진행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6월 9일에는 성충 발

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시기는 산란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판단된다. 6월 18일에 유충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본 

조사 결과, 접종 후 25일에는 접종 유충수가 증가할수록 발생유

충수도 증가하였다(Fig. 1).

접종밀도에 따른 건전주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접종

후 8일째 0.5마리 접종구의 건전주율은 80%였다. 접종마리수

가 증가할수록 건전주율은 감소하여 2마리 접종구에서 58.4%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충이 접종된 주와 유충이 주변

에 있는 주로 이동하여 가해한 주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배

추좀나방은 알을 1개씩 점점이 산란하거나 2-3개씩 뭉쳐 산란

하기도 하므로, 처리구내의 대부분의 잎브로콜리 주에 산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추좀나방 유충은 잎에서 토한 실을 

타고 매달려 이동하므로, 주변 작물로 이동이 가능한다. 6월 9

일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6월 18일 조사에서

는 0.5마리 접종구에서 7.0%로 낮게 나타났으며, 보다 높은 접

종구에서는 모든 주에서 배추좀나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종후 26일째에는 초기 발생접종밀도가 주당 0.5

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경과하는 동안에 모든 처리

구에서 90% 이상의 주에서 피해가 나타나 배추좀나방의 빠른 

번식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배추좀나방 유충 접종밀도에 따른 수확시기별 잎브로콜리 

엽수량 특성은 Fig. 3과 같다. 접종후 8일째에는 처리간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접종 16째인 6월 9일에는 처리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우화한 성충의 산란과 부화

가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배추좀나방 밀도가 증가함에 따

라 처리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접종 25일 째인 6월 18

일에는 무처리와 0.5마리 접종구에서만 일정량 이상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다른 처리구에서는 건전엽의 수확이 어려

웠다.

주당 잎브로콜리의 총엽수량을 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건전엽과 피해엽을 더한 잎브로콜리의 총엽 무게는 접종밀도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피해엽 무게는 접종마리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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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lthy plant percentage changes in leaf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 according to the inoculation density of 
the diamondback moth.

Fig. 3. Leaf yields of leaf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 according to the harvest period after inoculation.

할수로 무거워졌다. 건전엽율은 주당 0.5마리 접종구에서 85%

였으며, 점차 감소하여 2.0마리에서는 56%로 44%의 수량 감

소율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경제적피해허용수준(Economic injury level) 설

정은 전체수량의 5% 정도에 준하여 추정하였다(Kiritani, 1980). 

배추좀나방 접종밀도(x)와 수량감소율(y)과의 상관관계를 회

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y = 1636-394x (R
2
 = 0.79)의 관

계식을 얻을 수 있었다(Table 2). 회귀식에 의하여 자연감소율

을 5%로 볼 때, 쌈채용 잎브로콜리를 가해하는 배추좀나방의 

경제적피해허용수준은 10주당 2∼3마리로 얻을 수 있었다. 경

제적피해수준의 80% 수준의 밀도를 요방제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Pedigo et al., 1986), 이에 따르면 요방제수준은 10

주당 1∼2마리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Greene(1972)는 배추에서 요방제수

준은 주당 0.1마리라고 하였다. Maltais et al.(1998)은 1995년 

배추에서 배추흰나비, 배추좀나방, Tricoplusia ni 가 발생할 때 

주당 0.1마리 발생시 마다 방제하였을 때, 나방유충들이 발생

하기는 시작했을 때부터 2주 간격으로 방제하였을 때보다 ha 

당 9.49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Kirby and 

Slosser(1984)는 양배추에서 80%의 시장성 보이는 수준을 주

당0.3마리로 제시하였다. 본 결과에서는 10주당 1∼2마리, 즉 

주당0.1∼0.2마리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본 결과는 주기적으로 

잎을 수확해 내는 재배형태에서 외엽신장기에 접종하여 배추

좀나방 피해량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쌈채류 잎브로콜

리의 방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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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leaf yields of leaf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 after inoculation

Inoculaton density

per plant

Damaged leaf yield

(g/plant)

Healthy leaf yield

(g/plant)
Total leaf yield

Healthy leaf rate

(%)

0 0±0 66.4±4.99a
1)

66.4 100

0.5 11.7±2.82 56.7±4.58a 68.5 83

1.0 23.0±7.71 42.9±4.91b 65.9 65

1.5 28.1±1.20 38.6±8.39b 66.7 58

2.0 28.4±3.48 37.1±1.56b 65.6 57
1)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ukey’s HSD test)

Table 2. Economic threshold for the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on leaf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

Inoculaton 

density per plant

Healthy leaf yield
Income

(1,000 won)

Income

difference

(1,000 won)

Relation between yield 

and inoculation density 

Economic threshold

(No. of 10 plants)g/77plant Kg/10a

0 5,116 1,706a
1)

1,973 0

y = 1636-394x

R
2
 = 0.79 1~2

0.5 4,373 1,458a 1,687 286

1.0 3,304 1,101b 1,274 699

1.5 2,974 991b 1,147 826

2.0 2,863 954b 1,104 869
1)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ukey’s HSD test)

*Inoculatuion date: May 24, Inoculation larva stage : 3 ~ 4stage

*Harvest before inoculation:  May 18, May 24

*Harvest after inoculation: June 1, June 9, June 18

*Price: 1,157 won/kg

*Yield and income were calculated by Harvest after ino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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