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재배작물에서 발생하는 응애류 중 먼지응애류는 세계

적으로 300여종이 보고되어 있으며(Ewing, 1939; Lindquist, 

1986), 우리나라에는 차먼지응애(Polyphagotarsonemus latus), 

씨크라멘먼지응애(Phytonemus pallidus) 외에 Tarsonemus 속

의 11종이 보고되어 있다(Cho et al., 1995; Goo and Cho, 1989). 

그 중 차먼지응애와 씨크라멘먼지응애는 국내외에서 가장 많

은 피해를 주는 중요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Karl, 1965; 

Lidquis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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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pulations of Polyphagostarsonemus latus (Acari: Tarsonemidae) peaked two times on green perilla grown in 

greenhouses of Geumsan-Gun, Chungchungnamdo. The first peak of P. latus was in the middle of June, after it was first detected in late

May. The population of P. latus peaked for the second time in mid July as its density stared rapidly increasing in early July. The 

application of chemical pesticides and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the two management methods used to control P. latus on green

perilla, did not alter the occurrence patterns of P. latus; population size of the mite was much larger in greenhouses using chemical 

pesticides than in the ones using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This difference might be cuased by continuity of the management

methods. Chemical control of P. latus should be limited owing to pesticide residue. The highest density of P. latus on green perilla plants

was observed after 25 days after inoculation. The density was the highest in mid-aged leaves (e.g., the largest leaves) and the lowest in

newly developed leaves (e.g., smallest leav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P > 0.05) correlation between leaf size and density of

P. lat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eaf size (e.g., leaf age) did not affect the occurrence of P. latus. Thus, any leaf of a green perilla plant

is available as a sample unit for P. latus. 

Key words: Polyphagotarsonemus latus, Green perilla, Occurrence characteristics

초 록: 충남 금산지역 잎들깨 시설하우스에서 차먼지응애(Polyphagotarsonemus latus)는 5월 하순 최초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중순에 1차 최대 

발생양상을 보인 후 7월 상순부터 급격히 밀도가 증가하여 7월 중순 가장 밀도가 높은 2차 최대 발생양상을 보였다. 방제방법에 따라 발생양상에

는 차이가 없었으나 밀도에는 차이를 보여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하우스에서 가장 높았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하우스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차먼지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화학약제를 사용할 경우, 농약 잔류 문제로 지속적인 사용을 못하므로 밀도가 

높아지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농약잔류에 대한 걱정 없이 유기농업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방제가 이루어졌던 것으

로 판단된다. 잎들깨 주간내 발생양상을 조사한 결과, 차먼지응애는 접종 25일 후 최대 발생밀도를 보였고, 중엽, 성엽, 신초의 순으로 알과 약성

충의 총밀도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엽장과 차먼지응애 밀도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 상관성이 없어 차먼지응애 발생예찰시 어떤 샘플을 채취해도 

정확한 예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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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먼지응애의 크기는 보통 0.2 mm 내외로 육안 관찰이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고 응애강(Arachinidae)에 속하는 다른 어

느 과(Family) 보다도 다양하게 분화된 분류군과 생태계 내의 

하등식물인 곰팡이나 말류(Algae) 부터 고등식물인 유관속식

물까지 다양한 식이습성을 가지며 식식성 응애류 중에서도 단

자엽식물에만 서식하는 종류와 쌍자엽식물에만 서식하는 종류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Jeppson et al., 1975). 차먼지응애는 대

만,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스,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분포하

고 있다(Almaguel et al., 1984; Gerson, 1992; Heungens, 1986; 

Li, 1990; Liu et al., 1991; Ochoa and Lindeman, 1988; Roditakis 

and Drossos, 1987). 차먼지응애는 귤, 목화, 감자, 차나무 등 노

지 작물과 시설 채소류인 고추, 딸기, 오이, 수박, 멜론, 가지, 토

마토를 가해할 뿐만 아니라 씨크라멘, 아잘레아, 베고니아, 다

알리아, 아이비, 거베라, 국화 등 화훼류에서 피해가 보고되어 

있어 기주 범위가 매우 넓은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Ewing, 1939; 

Li, 1990; Lindquist, 1986; Liu et al., 1991). 

국내에서 먼지응애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

다. 1965년 과수류에 서식하는 응애류 조사에서 차먼지응애가 

사과, 감, 복숭아, 배 등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함이 Lee (1965)에 

의해 밝혀졌다. 그 이후 먼지응애류에 관한 연구는 농업분야에

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0년대 초에 고추에서 나타나는 

왜화, 잎말림 증상 등이 차먼지응애에 의한 피해로 확인되면서 

오이, 딸기 등 채소류와 아잘레아, 거베라, 뉴기니아임파티엔

스, 아프리칸바이올렛, 아이비, 씨클라멘 등 많은 원예작물에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Cho et al., 1996; 

Lee et al., 1992).

차먼지응애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관찰이 어렵고 

피해 증상은 식물바이러스나병원균, 식물의 독소, 제초제에 의

한 피해 또는 비료의 결핍현상 같은 피해와 혼동하기 쉽다(Pena 

and Bullock, 1994; Beattie and Gellatley, 1983; Cross and Bassett, 

1982; Jeppson et al., 1975). 차먼지응애에 의한 피해 증상은 잎

을 가해했을 때는 잎이 앞뒤로 말리거나 생장점이 위축되며 꽃

을 가해했을 때는 착색불량, 조기낙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과실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기형이 되거나 은백화 현상

(Silvery grey) 또는 표면이 코르크화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작물의 가해부위에 따라 피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Campbell, 1979; Schoonhoven et al., 1978). 또한 심하게 피해

를 받을 경우에는 작물 자체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utia, 1958). 차먼지응애 흡즙과 흡즙에 따른 독소의 피해 

증상으로 추정되는 반응을 조사한 결과, 작물별로 양상이 다양

하다고 Gerson (1992)이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차먼지응애

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작물은 피해를 받지 않은 작물에 비하여 

엽면적과 엽내 수분함량은 줄어들지만 엽수와 초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Pena and Bullock, 1994). 

그러나 Schaffer et al. (1986)은 몇몇 작물들은 차먼지응애 흡

즙에 의하여 생장이 지연되는데 이것은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잎의 면적과 잎의 증산활동 감소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들깨(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RA)는 식물분류학

상 꿀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이며, 동북 아시아지역이 원산

지로 인도, 한국 및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예로부터 재배되어온 

기름작물이다. 이러한 잎들깨의 재배방법과 들깨산물의 영양

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보고서가 기록

되었으나, 잎들깨의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 연구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일부 국내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조사된 결과

만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Jeon et al., 1989; Seol and Goh, 

1990; Park et al., 1999; Hong et al., 1999; Bae et al., 2002). 

Jeon et al. (1989)에 의해 보고된 잎들깨의 해충종류는 점박이

응애(Tetranychus urticae),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들깨

잎말이명나방(Perilla frutescens), 섬서구메뚜기(Atractomorpha 

bedeli), 민달팽이로 5종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Hong 

et al. (1999)는 29종, Park et al. (1999)는 61종 해충이 발생함

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충들이 모두 잎들깨에 발

생하지 않고 종실들깨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져 

Choi (2007)는 잎들깨에 발생하는 해충종을 조사하여 9목 22

과 39종이 해충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 (2007)

는 잎들깨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응애류는 점박이응애, 차

응애, 차먼지응애이고 이들의 발생정도와 점유도를 평가한 바 

있으며 차먼지응애의 발생최성기를 7월 상순으로 보고하였고 

5월 하순부터 발생이 시작된다 하였다. 발생순서는 점박이응

애의 발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차응애, 차먼지응애 순으로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최근 금산지역에서 잎들깨에 응애가 발

생하여 일본 등 주변 국가로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증

가하면서 응애류 방제에 고충을 격고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먼지응애의 방제를 위해 화학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PLS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에 따른 농약잔류 불안감에 화확약제의 사용을 꺼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잎들깨에 발생하는 차먼지

응애의 발생양상을 2019년 집중조사하고 발생특성을 밝혀 방

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포장 발생특성(Field occurrence characteristics)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잎들깨 시설하우스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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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관행 시설하우스(Chemicals house), 

화학약제와 유기농업자재를 병행하는 시설하우스(Chemicals+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 house) 그리고 유

기농업자재만을 사용하는 시설하우스(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house)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식은 3월 20일에 이루

어졌고 관행 시설하우스는 50평 수준이었으며 화학약제와 유

기농업자재를 병행하는 시설하우스는 100평 수준이었고 유기

농업자재만을 사용하는 시설하우스는 15평 수준이었다. 이들 

모든 시설하우스는 스플링클러로 물관리를 하고 있었다. 조사

주기는 4월 19일부터 1주간격으로 하우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우스당 20주를 일정간격으로 고르게 선정하여 중엽 수준의 

잎을 채취하고 지름 9 cm의 플라스틱 샤레에 증류수로 적셔진 

필터페이퍼(ⓇWhatman No. 2) 1장을 깔고 잎의 윗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올려두었다. 채취한 들깻잎 샘플은 아이스박스에 보

관하여 실험실로 옮겨져 실체현미경(ⓇLeica EZ4) X20 ~ 36 하

에서 관찰하였다.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EFAM 

house)는 다소 늦은 시기에 선정되어 6월 중순부터 같은 방법

으로 차먼지응애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차먼지응애는 성충의 크기가 0.2 mm 수준으로 아주 작고 움

직임이 빨라서 관찰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얼

음팩을 깔고 움직임을 둔화시킨 다음 중엽 전체에 존재하는 약

성충과 알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잎의 주맥을 중심으로 세로

로 겹치지 않게 지름 1 cm 천공기를 활용하여 표시하고 가로로 

잎의 폭이 가장 넓은 부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십자

(+) 형태로 조사하였으며 지름 1 cm 내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관행하우스와 유기농업자재와 화학약제

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우스의 경우, 사용한 화학약제는 아세퀴

노실 액상수화제였으며 유기농업자재는 고삼과 님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잎들깨의 중엽을 중심으로 조사포장 당 20개의 샘플을 채취

하였고 조사시기별로 20개 샘플에 대하여 평균에 대한 95% 신

뢰구간에서 시기별로 발생양상을 나타내었다. 해충관리 방법

에 따라 조사포장을 구분하여 발생양상을 표기하였고 해충의 

발육생태별로 밀도를 비교하였다. 

주간내 발생특성(Intra-plant occurrence characteristics)

잎들깨의 줄기, 성엽, 중엽, 신초 에서 부위별 차먼지응애의 

발생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육묘배드(높이 1.2 m × 폭 2 m × 

길이 4 m)가 설치된 시설하우스에서 잎들깨 육묘를 실시하였

고 시험을 수행하였다. 하우스는 자동개폐 시설을 활용하여 하

우스 측면을 개폐하였고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하여 관주는 1일 

1회 10분간 실시하였다. 3월 10일 파종한 잎들깨를 4월 20일 

12각 8호분의 포트에 정식하고 실험실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차먼지응애가 접종된 피망잎을 4등분하여 4월 25일에 각각 포

트당 하나씩 접종하고 바람에 날려 손실될 것을 우려하여 핀으

로 고정하였다. 약 10일 후인 5월 5일부터 포트에 심겨진 잎들

깨의 부위별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줄기는 5 cm 간격으로 잘

라 채취하였고 성엽 1엽, 중엽 1엽, 신초 1엽을 채취하였다. 줄

기는 (ⓇLeica EZ4) X20 ~ 36 하에서 전수조사하였고 잎은 주

맥을 중심으로 겹치지 않도록 지름 1 cm 간격으로 천공기를 활

용하여 표시하고 표시된 위치에서 지름 1 cm 간격으로 좌우로 

표시될 수 있는 만큼 겹치지 않도록 표시하여 지름 1 cm 내의 

알, 약충, 성충의 밀도를 조사함으로써 잎 뒷면을 전수조사 하

였다. 조사기간 동안 샘플로 채취되는 식물체를 제외하고 나머

지 잎들깨 식물들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품가치가 있는 성엽에 도달한 잎은 계속 제

거하면서 관리하였다. 조사기간은 접종한 차먼지응애에 의해 

피해가 심하여 더 이상 샘플조사가 불가능했던 5월 30일까지 5

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주간내 분포조사는 샘플 채취시 3개 샘플을 채취하여 3반복 

조사를 추진하였고 전수를 조사하여 평균밀도로 표기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오차막대를 표기하였다. 또한 조사한 잎의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잎의 크기 대비 밀도를 비교하기 위

하여 엽장을 조사하고 엽장에 따른 상대적 밀도를 계산하여 

Pearson 상관을 분석하였다. 상관분석은 알과 약성충 모두를 

합한 밀도로 분석하였고 알과 약성충의 밀도가 낮았던 줄기에

서 조사된 데이터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엽장에 대한 알과 약성

충 각각의 밀도와 엽장에 대한 알과 약성충을 포함한 전체 밀도

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데이터

는 제외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포장 발생특성(Field occurrence charateristics)

잎들깨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차먼지응애는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시설재배에서 5월 하순 최초 발생하여 6월 하순경 1

차 발생최성기를 보인 후 7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한 밀도증가 

양상을 보였고 지름 1 cm 내의 밀도는 최대 3.1마리 이상이었

다(Fig. 1).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하우스에서는 6월 20일, 7월 

17일, 8월 10일, 9월 5일 화학약제를 사용하였다. 유기농업자

재와 화학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하우스의 경우, 화학약

제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와 유사한 발생양상을 보였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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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ccurrence of Polyphagotarsonemus latus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mite on green perilla cultivated in polyvinyl 
greenhouse and treaed with chemical pesticides only. Vertical line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indicate Polyphagotar-
sonemus latus. Arrows indicate the time of pesticide application.

Fig. 2. Occurrence of Polyphagotarsonemus latus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mite on green perilla cultivated in polyvinyl 
greenhouse and treated with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 chemical pesticides. Vertical line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indicate Polyphagotarsonemus latus. Arrows indicate the time of chemical pesticide application. Inverted triangles indicate the time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we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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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1 cm 내의 밀도는 2마리 이하로 더 낮은 밀도를 보였다(Fig. 

2). 화학약제는 6월 1일경 사용하여 주로 10일 간격으로 살포 

하였고, 최대 발생시점부터는 유기농업자재만을 3~5일 간격으

로 자주 살포하였다. 유기농업자재만을 사용하는 시설하우스

의 경우, 조사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발생양상은 위의 두 

가지 시설하우스와 유사하였으나 발생밀도는 화학약제를 사용

하는 시설하우스와 유기농업자재와 화학약제를 동시에 사용하

는 시설하우스 보다 낮은 밀도로 조사되었고 특이하게도 알의 

밀도가 낮게 조사되었다(Fig. 3). 유기농업자재는 6월 20일경

부터 10일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는 농약 잔류의 문제 때문

에 매일 잎을 수확해야하는 잎들깨에서는 지속적인 방제가 쉽

지 않아 간헐적으로 화학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차먼지응애의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기

농업자재와 화학농약을 동시에 사용한 시설하우스이 경우, 발

생초기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밀도는 낮추었으나 

밀도가 다시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 농약잔류의 문

제로 유기농업자재를 자주 사용하여 방제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밀도를 낮출 수 있었다. 8월 하순 이후 다시 밀도가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발생밀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유기농업자재만을 사

용한 시설하우스의 경우, 발생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주기적

인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였고 차먼지응애의 발생양상은 유사

하나 밀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어 가장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Choi et al. (1994)은 화훼류인 거베라에서 화학약제를 선발

하였고 7일간격 1 ~ 2회의 처리로는 효과가 떨어짐을 입증하였

으며 3회 살포가 적당함을 밝혔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에 발생

하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방제의사를 결정하는 시기는 주로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차먼지응애는 피해가 확인

되었을 때는 이미 대발생 수준으로 이 시기에 화학약제를 살포

한다 해도 방제효과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어 화학약제만을 사

용하는 것은 차먼지응애의 방제에 한계를 보여준다.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가는 농약 잔류의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먼지응애의 밀도가 낮게 유지되었던 것

으로 판단되었으나 방제비는 화학약제를 사용한 농가보다 높

았을 것으로 여겨졌다.

Fig. 3. Occurrence of Polyphagotarsonemus latus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mite on green perilla cultivated in polyvinyl 
greenhouse and treated with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only. Vertical line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indicate 
Polyphagotarsonemus latus. Inverted triangles indicate the time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were applied.



150   Korean J. Appl. Entomol. 59(2) 145~152 (2020)

차먼지응애는 성충의 크기가 0.2 mm로 작기 때문에 시설 하

우스에서 작물별 발생양상을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작물

별 피해 조사나 방제약제를 선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Kim et al. (2017)은 차에 발생하는 응애류 조사에서 차먼지응

애를 언급했으나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녹응애(Erio-

phyes chibaensis), 차검은혹응애(Calacarus carinatus)에 대한 

시기별 발생양상만을 밝혔다. Cho et al. (1997)은 시설고추, 뉴

기니아임파티앤스, 아잘레아에서 차먼지응애의 심각성을 보

고하였고 온실내 미소해충들에 의해 옮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

다. Kim et al. (2010)은 들깨에 발생하는 차먼지응애에 대하여 

효과적인 화학약제를 선발하였고 멜론, 거베라, 고추 등에 대해

서도 화학약제의 선발이 이루어졌다(Choi, 2013; Choi et al., 

1994; Cho, 1996. Park, 1999). Choi et al. (1994)는 화학약제의 

선발과 방제체계 확립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면서 거베라에서 

차먼지응애의 발생밀도가 7월 하순부터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

였으며 화학약제의 1~2회 처리로는 방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Choi (2007)는 잎들깨에 발생하는 차먼지응애는 최초 

5월 하순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여 7

월 상순 발생최성기를 보인다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

서의 결과와 유사한 발생양상을 보였으나 발생최성기의 차이

를 보이는 것은 조사 시점에서 농가의 방제 노력이나 기후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간내 발생특성(Intra-plant occurrence chracteristics)

잎들깨의 조사부위별 차먼지응애 약성충과 알의 밀도는 줄

기에서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고 잎에서 주로 관찰되었다(Fig. 

4). 주간 내 잎에서의 발생차이는 중엽에서 가장 밀도가 높았고 

밀도 차이는 중엽, 하엽, 신초 순이었다(Fig. 4).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잎의 면적에 따른 차이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잎의 

엽장을 조사하여 상대적인 밀도를 분석한 결과, 잎의 엽장과 차

먼지응애의 알과 약성충에 대한 상대적 밀도와의 관계는 상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과 성충을 포함한 총 밀도에 대한 

상관성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뢰성은 낮았다

(Table 1). 이는 들깻잎의 면적과 차먼지응애의 밀도는 상관성

이 없음을 의미하며 표본 조사시 어떤 잎을 조사해도 차이가 없

음을 의미한다. 다만 들깻잎을 채취하여 어느 부위를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주내 공간적 분포 특성 분석을 통하

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Fig. 4. Distribution of Polyphagotarsonemus latus in green perilla plant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mite. Vertical line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s.

Table 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leaf length and density of Polyphagotarsonemus latus on green perilla

Developmental stages
egg Nymph and adult Total

Pearson’s r p-value Pearson’s r p-value Pearson’s r p-value

Correlation parameters -0.128 0.356 -0.173 0.212 -0.24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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