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미과(Rosaceae) 벚나무속(Prunus)

에 속하는 핵과류인 매실(Prunus mume Sieb. et Zucc), 자두

(Prunus salicina Lindl),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가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면서 점차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통

계청 농업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25,857ha이었던 

이 3과종의 재배면적이 2018년에는 38,733ha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체리(Prunus avium 

L.)는 2018년에 500ha로 재배면적이 급증하였다.

국내 복숭아에는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Yang 

et al., 2016), 복숭아유리나방(Yang et al., 2012) 등이 주요 해

충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매실 주산지인 남부지역에서는 복숭

아씨살이좀벌이 대발생하여 과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Lee 

et al., 2014; Choi et al., 2015). 한편, 일부 핵과류 과수원에서는 

노린재류가 과실을 가해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해 종과 방제 방법에 대한 재배가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효과적인 정보의 제공

이 곤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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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류 4종에 발생하는 노린재의 종류와 상대적인 풍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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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Abundance of Stink Bugs on Four Stone Fruits (Prunus  spp.) in Korea
Chang Yeol Yang*, Sun Young Lee, Seong Chan Lee, Mi Hye Seo, Jung Beom Yoon and Byeong Ryeol Choi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55365, Korea

ABSTRACT: Stink bugs (Hemiptera: Pentatomidae) are economically important pests of fruit trees in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urvey the relative abundance of stink bugs on four stone fruits, maesil (Prunus mume Sieb. et Zucc), cherry (Prunus avium

L.), plum (Prunus salicina Lindl), and peach (Prunus persica (L.) Batsch), from 2017 to 2019 in the field. Four stink bug species were 

observed, including Carbula putoni (Jakovlev), Dolycoris baccarum (L.), Halyomorpha halys (Stål), Plautia stali Scott. H. halys was the most

abundant (65%), followed by P. stali (26%), C. putoni (7%), and D. baccarum (2%). H. halys was the dominant species in maesil, cherry,

and peach fruits, whereas P. stali was the dominant species in plum fruits. Most (81%) of the stink bugs observed were adults, with 

nymphs accounting for only 19% of the observed specimens. More stink bugs were observed during the late season than during the early

season. These finding suggest that control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anagement of H. halys and P. stali at harvest in stone

fruit tree orchards in Korea.

Key words: Stone fruit, Stink bug, Halyomorpha halys, Plautia stali

초 록: 우리나라에서 노린재류는 여러 과수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우리는 핵과류 4종(매실, 체리, 자두, 복숭아)의 과실에 발생하는 노린재의 

종류와 상대적인 풍부도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핵과류 과수원에서 과실에 발생하는 노린재는 가시노린재, 알락수

염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등 4종이었다. 조사기간 중에 4종의 상대적인 풍부도는 썩덩나무노린재(65%), 갈색날개노린재

(26%), 가시노린재(7%), 알락수염노린재(2%) 순이었다. 썩덩나무노린재는 매실, 체리, 복숭아에서 우점종이었던 반면, 자두에서는 갈색날개노

린재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핵과류 과실에 발생하는 노린재는 성충이 81%이었고 약충이 19%이었다. 한편 핵과류 과종별 노린재의 발생은 생

육초기보다는 생육후기에 더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핵과류 과수원에서는 수확기에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의 관리방안

에 대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색어: 핵과류, 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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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수에 발생하는 노린재에 대한 정보는 감귤(Kim et al., 

2000), 유자(Choi et al., 2000), 단감(Lee et al., 2009), 사과(Lee 

et al., 2015), 오디(Lim et al., 2017)에 대해 알려져 있으나 핵과

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복숭아(Ueno 

and Shoji, 1978)와 체리(Watanabe, 1996)에서 썩덩나무노린재

의 피해 특성에 대한 보고가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복숭아에서 

썩덩나무노린재의 피해 특성(Qin, 1990)과 발생 양상(Zhang et 

al., 1993)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 이들 나라에서도 핵과류

에 발생하는 노린재에 대해 연구 결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핵과류 4종(매실, 체리, 자두, 복숭아)의 과실을 

가해하는 노린재의 종과 시기별 발생 밀도를 조사하여 방제전

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과실 가해 노린재 종 조사

핵과류 4종(매실, 체리, 자두, 복숭아)의 과실을 가해하는 노

린재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매실 

조사는 전주(중인동), 장수(산서면), 순천(황전면), 하동(화개

면) 과수원에서, 체리 조사는 이천(설성면), 완주(이서면), 전주

(송천동) 과수원에서, 자두 조사는 김천(구성면), 익산(낭산면), 

완주(이서면) 과수원에서, 복숭아 조사는 이천(장호원읍, 대월

면), 완주(이서면), 전주(중인동, 금상동) 과수원에서 실시하였

다. 조사는 각 과종의 과실이 존재하는 시기 중에 약 1개월 간격

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보다 많은 노린재를 관찰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전혀 살포하지 않은 방치된 과수원이나 친환경 재배

를 위해 살충제를 적게 살포하는 과수원을 선정하여 실시하였

다. 선정된 과원을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과실을 가해하고 있

는 노린재의 종과 밀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과실 노린재 종 동정

조사과정 중에 발견된 노린재는 성충과 약충의 외부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동정하였으며, 일부 개체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종 동정을 확인하였다. 각 노린재 머리를 잘라 마쇄한 후 

DNeasy Blood & Tissue Kit(#69506, Qiagen, Germany)를 이

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프라이머 LCO-1490(5’- 

GGTCAACAAATCATAAAGATATTGG-3’)과 HCO-2198(5’- 

TAA ACTTCAGGGTGACCAAAAAATCA-3’)을 이용하여 COI 

부위의 일부를 PCR 증폭하였다.

PCR 반응은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Ahn et al., 2014), PCR 결과물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한 결과물

을 바이오닉스 시퀀싱 서비스(Bionics, Korea)에 의뢰하여 염

기서열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염기서열은 NCBI에 등록된 노

린재들의 COI 염기서열과 BLAST 분석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

은 서열을 찾아 종명을 확인하였다.

결  과

매실, 체리, 자두, 복숭아 과수원에서 과실을 가해하는 노린

재를 3년간 조사한 결과, 4종 697마리(성충 562마리, 약충 135

마리)가 발견되었다(Table 1). 발견된 노린재는 형태적 특징과 

유전자 분석을 토대로 가시노린재[Carbula putoni (Jakovlev), 

Pentatomidae], 알락수염노린재[Dolycoris baccarum (L.), Pentato-

midae],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Stål), Pentatomidae], 

갈색날개노린재(Plautia stali Scott, Pentatomidae)로 동정되

었다(Fig. 1). 매실을 가해하는 노린재는 4종이었는데, 썩덩나

무노린재와 가시노린재가 주로 발생하였고 갈색날개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순이었다. 체리에서는 썩덩나무노린재와 갈

색날개노린재가 발견되었고 썩덩나무노린재가 우점종이었다. 

자두의 경우 4종 모두가 발견되었는데, 다른 과종과는 달리 갈

색날개노린재가 우점하였고, 썩덩나무노린재, 가시노린재, 알

락수염노린재 순이었다. 복숭아에서는 썩덩나무노린재가 우

점하였고 갈색날개노린재가 그 뒤를 이었으며, 알락수염노린

재와 가시노린재의 발생량은 경미하였다. 핵과류 4종의 결과

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썩덩나무노린재(65%)가 우점종이었

고 그 다음으로 갈색날개노린재(26%)의 발생이 많아 이 2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기간 중에 노린재 충태별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성충이 81%, 약충이 19%를 차지하였다. 가시노린재는 대부분 

성충이 발견되었고, 알락수염노린재는 성충과 약충이 비슷하

게 발견되었다. 썩덩나무노린재의 경우 매실, 자두, 복숭아에서

는 성충과 약충이 모두 발견되었으나 체리에서는 성충만 발견

되었다. 갈색날개노린재 약충과 성충이 매실과 자두에서 모두 

발견되었던 반면에 체리와 복숭아에서는 성충만 발견되었다. 

한편, 핵과류에서 노린재의 발생 시기는 각 과종의 과실 성숙기

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실과 체리에서는 5～6월에, 자두에서

는 8월에, 복숭아에서는 9월에 많이 발견되었다. 가시노린재와 

알락수염노린재는 5～7월에만 발견되었던 반면에 썩덩나무노

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는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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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undance of four stink bug species (Carbula putoni, Dolycoris baccarum, Halyomorpha halys, and Plautia stali) on stone fruits in 
Korea (2017-2019)

Host plant Stink bug
Number of adult (nymph)

May Jun. Jul. Aug. Sep. Total

Maesil

(Prunus mume)

Carbula putoni 1(1) 40(0) -a - - 41(1)

Dolycoris baccarum 1(0) - - - - 1(0)

Halyomorpha halys 17(1) 12(17) - - - 29(18)

Plautia stali 4(0) 8(4) - - - 12(4)

Cherry

(Prunus avium)

Carbula putoni - - - - - -

Dolycoris baccarum - - - - - -

Halyomorpha halys 11(0) 16(0) - - - 27(0)

Plautia stali 4(0) 3(0) - - - 7(0)

Plum

(Prunus salicina)

Carbula putoni - 1(0) 5(0) - - 6(0)

Dolycoris baccarum - 2(2) - - - 2(2)

Halyomorpha halys - - 3(0) 33(11) - 36(11)

Plautia stali - 1(0) 7(1) 57(2) - 65(3)

Peach

(Prunus persica)

Carbula putoni - 1(0) - - - 1(0)

Dolycoris baccarum - - 5(3) - - 5(3)

Halyomorpha halys 9(0) 2(0) 3(0) 31(13) 192(80) 237(93)

Plautia stali 3(0) - 5(0) 6(0) 79(0) 93(0)

Total

Carbula putoni 1(1) 42(0) 5(0) - - 48(1)

Dolycoris baccarum 1(0) 2(2) 5(3) - - 8(5)

Halyomorpha halys 37(1) 30(17) 6(0) 64(24) 192(80) 329(122)

Plautia stali 11(0) 12(4) 12(1) 63(2) 79(0) 177(7)
anot found

C. putoni (maesil) H. halys (maesil) P. stali (maesil) H. halys (cherry)

P. stali (cherry) C. putoni (plum) D. baccarum (plum) H. halys (plum)

P. stali (plum) D. baccarum (peach) H. halys (peach) P. stali (peach)

Fig 1. Stink bugs on maesil, cherry, plum, and peach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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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결과는 국내 핵과류 과수원에 발생하는 노린재 중에

서 썩덩나무노린재가 주요 해충임을 보여준다. 이 종은 핵과류 

4과종에 발생하는 전체 노린재의 65%를 차지하였는데, 매실, 

체리, 복숭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자두에서 두 번째로 많

이 발견된 종이었다. 썩덩나무노린재는 콩(Son et al., 2000), 감

귤(Kim et al., 2000), 유자(Choi et al., 2000), 단감(Lee et al., 

2009), 사과(Lee et al., 2015), 오디(Lim et al., 2017) 등에도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핵과류

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종에 대한 발생

생태 연구와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갈색날개노린재는 핵과류 4과종에 발생하는 전체 노린

재의 26%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자두에서는 썩덩나무노린재

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감귤(Kim et 

al., 2000), 유자(Choi et al., 2000), 단감(Lee et al., 2009), 사과

(Lee et al., 2015), 오디(Lim et al., 2017)에도 발생하는데, 특히 

단감과 사과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썩덩나무

노린재와 더불어 이 해충에 대한 방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가시노린재는 매실, 자두, 복숭아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매실에서 이 종은 전체 노린재의 44%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가시노린재가 우리나라에서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핵과류 주변에 식재된 

뽕나무에서 오디를 가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추후 이 종의 기주 식물과 발생 생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한편, 알락수염노린재는 매실, 자두, 복숭아에서 성충과 

약충이 모두 발견되었으나 발생 밀도는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았다. 이 종은 유자(Choi et al., 2000)와 오디(Lim et al., 

2017)와 같은 다른 과수에서 발생하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요한 과수 해충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노린재의 성충과 약충 모두가 핵과류 과실

을 가해하지만 성충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됨을 보여준다(전체 개

체의 81%를 차지). 이것은 과수원에서 발견되는 노린재가 과

수를 1차 기주로 이용하여 발육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의 다른 기주에서 발육을 완성한 개체가 과수원 내로 이동해 온

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조사가 살충제를 전혀 살포하지 않거

나 관행 재배에 비해 적게 살포하는 과수원에서 실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약충이 발견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과

수가 1차 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특히 갈색날

개노린재의 경우 3년 동안 체리와 복숭아에서는 약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갈색날개노린재가 과수에서 발육

하거나 번식하지 않는다는 보고(Shiga and Moriya, 1984)가 적

어도 이들 과종에 대해서는 일치함을 보여준다. 한편, 갈색날개

노린재의 약충이 매실과 자두에서는 발견되었으나 그들이 성

충까지 발육을 완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핵과류에서 노린재의 발생은 과실이 존재하는 모든 시기에 

일어나지만, 발생 밀도는 과실 성숙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수원으로 비래하는 노린재가 기주 탐색의 단서로서 

성숙한 과실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물질을 이용함을 암시한다. 

갈색날개노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는 산림의 편백나무나 삼나

무 등의 열매를 먹고 살다가 먹이 자원이 고갈되면 과수원으로 

이동하며(Umeya, 1976; Oda et al., 1981), 갈색날개노린재는 

하루 밤에 최대 11 km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riya et al., 1987). 따라서 과수원 주변에 있는 다른 기주에

서 발육한 성충이 과실 성숙기에 과수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입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핵과류에서 노린재를 방제하기 위한 

화학적 방제(Lee et al., 2015)나 집합 페로몬을 이용한 대량유

살 방제(Yamanaka et al., 2011; Morrison et al., 2019)는 각 과

종의 수확기 무렵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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