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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leafhopper, Zorka sp. was collected from a persimmon (Diospyrosi kaki, cv SangjuDungsi) 
orchard in Sangju, Gyeongsangbuk-do, Korea on 15 June, 2008. This leafhopper gave a serious damage 
to persimmon leaves, being a new pest to persimmon. This leafhopper was tentatively identified as Zorka 
sp., which has not been recorded in the science. White spots of <1mm-circle occurred around the vein 
of damaged leaves. Most part of leaf was turned to white when heavy infection occurred. The first 
symptom occurred from 4 days after introduction of Zorka sp. (4 adults/persimmon leaf). We investigated 
the occurrence of Zorka sp. in the persimmon orchards in Korea from 2008 to 2009. Total 143 orchards 
from 11 cities in 6 provinces were observed from July to August. The damage caused by Zorka sp. 
was found in 22 orchards (15.4%) of the investigated. According to locality, 40.7% of orchards were 
damaged in Yeongdong, Chungcheongbuk-do and 33.3% in Wanju, Jeollabuk-do. However, no damage 
was observed from the orchards in Gyeongsangnam-do and Jeju-do, south part of Korea. Especially, 
9 of 11 orchards in Youngdong were located close to grapevine 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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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2008년 6월 15일 경북 상주의 상주둥시 감나무 (Diospyrosi kaki)에서 매미충이 채집되었

다. 매미충은 감나무 잎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 Zorka속의 신종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잎은 

앞면쪽에 1 mm 이하의 흰색 반점이 엽맥 주위부에 형성되었고, 피해가 심해지면 잎 전체에 반점이 

형성되었다. 엽당 4마리 밀도로 접종 시 4일 후부터 피해 흔적이 확인되었다. 2008년과 2009년 6월
에서 8월 사이 6개도 11개 시 ․ 군 감나무 과원에서 Zorka sp.에 의한 피해지역을 조사하였다. 조사

과원 중 15.4%인 22개 과원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다. 충북 영동지역에서는 40.7%의 과원이 피해를 

받고 있었고, 전북 완주지역에서는 33.3%가 피해를 받고 있었다. 반면 남부지역인 경남과 제주지역

에서는 피해 과원이 없었다. 피해과원이 많았던 충북 영동지역의 경우 11개 피해 과원 중 9개 과원

이 포도밭과 인접해 있었다. 
검색어 : 감, 해충, 매미충, Zork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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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Diospyrosi kaki)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
본 등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떫은 감은 우리나라에서 년 

평균 8-10℃의 등온선 지역 이남에 분포하고 있다(Cho 
and Cho, 1965). 우리나라에서 감의 재배면적은 2006
년 기준 28.4천 ha로 사과의 28.3천 ha보다도 넓은데 

단감이 17.3천 ha이고, 떫은 감은 11.1천 ha이다(Anony-
mous, 2007). 
단감은 2000년도까지 매년 증가하여 22.6천 ha의 재

배면적에 185.1천 톤이 생산되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206.6천 톤이 생산되었고, 떫은 감은 홍시

와 곶감으로 가공되어 소비되고 있는데 곶감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 7.4천 ha이던 재배면적이 2006
년에는 50% 증가하였다(Lim et al., 2007; Anonymous, 
2007). 특히 떫은 감의 재배는 다른 과수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표준소득은 사과나 배, 포도 

등에 비하여 낮지만 재배기간 중 노동투하 시간이 상대

적으로 적어 고령화된 농가에서 재배가 용이하여 재배

가 증가하고 있다(Anonymous, 1999; 2005; Lim et al., 
2008). 
감은 사과나 배와 같은 과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

동투하 시간이 적은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재배 중 병

해충에 의한 수량감소와 이들의 관리는 농가의 공통적 

애로사항이다(Lee et al., 2001; Lim et al., 2008). 
감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는 8목 54과 183종이 기록

되어 있는데(Forestry Research Institute, 1995; Lee et 
al., 2002a, 2002b) 단감 재배농가에서는 노린재류와 깍

지벌레류가 가장 문제 시 되는 해충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떫은 감에서는 깍지벌레류와 감꼭지나방을 가장 문

제 해충으로 인식하고 있다(Lee et al., 2001; Lim et 
al., 2008). 
재배면적의 증가나 집단화, 기상의 변화, 교역의 확대 

등에 따라 해충의 발생량이나 종의 변화 등이 농경지에

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감 재배지에서도 1995
년 전남 장성지역 4 ha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한 감관총

채벌레(Ponticulothrips diospyrosi)가 2000년에 신규 피

해로 보고되었고(Lee et al., 2002a; Shin et al., 2003), 
이후 이종에 의한 감의 피해면적이 매년 증가하여 2002
년 64.8 ha로 추정되고 있으며(Shin et al., 2003) 전국

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Unpublished data).    
이와 같이 신규해충의 등장은 단시간 내에 피해확산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관리방법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떫은 감 주산지들을 

대상으로 감 해충 조사를 수행하던 중 매미충류에 의한 

감잎의 피해가 확인되어 피해병징과 피해분포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채집 및 동정

감을 가해하는 해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14일부터 조사를 수행하던 중 경북 상주시 모서면의 상

주둥시 감 과원(북위 36°20′58″, 동경 127°57′27″)에서 

최초로 피해 잎을 확인하였으며 피해 잎 뒷면에서 매미

충류로 보이는 해충을 채집하여 페트리디쉬에 넣어 실

험실로 운반하였다. 2008년 8월 8일과 9일 강원도 강릉

시 일대에서도 동일한 피해를 보이는 매미충을 채집하

였다. 2009년에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과 비봉면 일대

(북위 36°00′-36°02′, 동경 127°09′-127°13′)에서 6월 22
일 동일한 피해 표징을 보이는 잎의 뒷면에서 매미충류

를 채집하였고, 7월 24일 2008년도 최초 피해 확인지에

서도 매미충을 채집하였다. 또한 8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북위 36°50′10″, 동경 127°29′19″)에서도 감잎

을 가해하고 있는 매미충을 채집하였다. 채집한 매미충

은 75% 에칠알콜에 액침상태로 보관하거나, 건조표본 

상태로 보관하였다. 종의 동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

업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의 권용정 교수

에게 동정을 의뢰하였다.

피해 확인과 병징

야외에서 채집된 매미충이 감에 동일한 피해를 주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14일 충북 진천

의 피해 감나무 잎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성충을 채집

하였다. 채집한 성충은 당일 경북 상주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내 수고 2 m의 감나무에 접종하였는데 무

작위로 선정 된 가지에 건전한 잎 5엽만을 남기고 나머

지 잎은 제거하였다. 여기에 접종 된 매미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흰색 망사 망을 씌운 후(Fig. 3) 엽 당 

4마리와 6마리의 매미충을 흡충관을 이용하여 접종하

고, 망사의 끝 부분은 고무줄로 묶었다. 동일한 나무에 

접종 밀도별로 3가지씩을 처리하였으며 무처리구는 자

연 상태의 가지를 대조군으로 하였고, 접종 후 매일 잎

에 나타나는 외관상의 피해 표징을 관찰하였다. 3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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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eld survey on the occurrence of Zorka sp. in Korea, 2008 and 2009

Province City or county Date of survey No. of  surveyed 
orchards

No. of orchards found 
with Zorka sp. 

Distance neighboring 
forest

Chungbuk Jincheon 09' 8. 8. 1 1 <50 m

Youngdong 08' 6. 30. 27 11 0-100 m

Jaeju Jaeju 09' 7. 8. 4 0 -

Junbuk Wanju 09' 6. 22. 12 4 0-200 m

Gangwon Gangryung 08' 8. 8. 4 3 0-400 m

Gyeongbuk Gumi 08' 6. 15. 6 0 -

Sangju 08. 6. 14-15. 33 1 10 m

09. 8. 29 2 2 0-100 m

Uiseong 08' 6. 14. 4 0 -

Gyeongnam Jinju 08' 7. 2. 9 0 -

Sancheong 08' 7. 3. 38 0 -

Uiryeong 08' 7. 3. 3 0 -

Total 143 22

망사를 제거하고 생존 해 있는 매미충의 수와 각 엽의 

피해정도를 조사하였다. 피해도의 산정은 Miller et 
al.(1999)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는데 0; 무피해

엽, 1; 1-10% 피해엽, 2; 11-25% 피해엽, 3; 26-50% 피
해엽, 4; >50% 피해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피해분포

매미충류에 의한 피해분포 조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떫은 감 재배지인 경남 산청일대와 경북 상주일대, 충
북 영동 일대, 전북 완주일대 및 최근에 재배면적이 증

가하고 있는 강원 강릉과 최남단 지역인 제주도 일대에

서 2008년과 2009년 조사를 수행하였다(Table 1). 2008
년에는 6월 14일과 15일 경북 상주지역 33농가와 구미

지역 6농가, 의성지역 4농가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충북 

영동지역에서는 6월 30일 27개 농가를 조사하였고, 경
남 지역에서는 7월 2일과 3일 진주와 산청, 의령지역에

서 조사를 하였다. 강원도 강릉지역에서는 8월 8일 5농
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9년에는 6월 22일 전북 

완주지역 12농가를 조사하였으며 7월 8일에는 제주지

역 4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8월 29일 상주지역 

두 농가에서 조사하였다. 
피해조사는 피해유무만을 조사하였으며 매미충과 함께 

직경 1 mm 이하의 흰색 반점이 엽맥 주위나 엽면에 분포

하고 있는 표징을 보고 판단하였으며(Fig. 2) GPS를 이용

하여 좌표점과 해발 고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고, 산
과의 거리나 주변 환경에 대한 특이성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종은 동정결과 Zorka속에 속하는 종으로 아직 공

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종이었다. 성충은 연노랑색 바

탕에 오렌지색의 무늬가 날개 전체에 형성되어 있고, 
약충은 연두색 몸 전체에 옅은 주황색 부분이 무늬처럼 

군데군데 나타나 있다(Fig. 1). 본 종의 약충은 잎 뒷면

에 서식하면서 이동력이 높지는 않았으나 성충의 경우 

비산력이 대단히 높아 손으로 잎을 건드리거나 하여 위

협을 느낄 경우 다른 잎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였다. 
본 종에 의한 감의 피해는 잎에 발생하였는데 잎 뒷면

을 흡즙함으로 인해 잎 앞면에 1 mm 이하의 작은 흰색 

반점이 형성되었다. 잎의 기부쪽을 중심으로 피해 흔적

이 먼저 형성되었으며 잎의 주맥 주변이나 엽맥 주변을 

중심으로 피해흔이 형성되었다(Fig. 2). 
피해의 초기에는 엽맥 주변부만 흰 반점이 형성되었

으나 후기에는 엽면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었는데(Fig. 
2, 3) 주머니깍지벌레의 피해 흔적과 유사한 형태이나 

주머니깍지벌레에 의한 피해 병반은 노란색의 반점이 

형성되고, Zorka sp.에 의한 피해 병반은 집중적으로 중

첩되는 반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깍지벌레에 의

한 피해는 식흔이 중첩되는 경우가 없고, 깍지벌레 피

해 엽은 전면이나 후면에 깍지벌레의 분비물이나 잔재

물이 지저분하게 남는 경우가 많으나 Zorka sp.는 식흔

을 제외하고 깨끗하였다(Fig. 2). 
매미충 인공접종 결과 접종 4일 후에 육안으로 식별

이 가능한 피해 흔적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접종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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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ymph (a), exuvium (b), and adult (c and d) of Zorka sp..

Fig. 2. Damage leaves of persimmon by Zorka sp. in Jincheon 
(a) and Youngdong (b), Chungcheongbuk-do, Wanju (c), 
Jeollabuk-do and damaged leaves by Eriococcus lagerstroemiae
(Eriococcidae)(d). 

Fig. 3. Damage symptom of artificial released adult (a and b) of Zorka sp., (c, d, e and f) in persimmon. e; 7 days after inoculation 
of Zorka sp., f; 21 days after inoculation of Zorka sp..

후에는 잎 전체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Fig. 3). 
본 실험에서는 엽당 4마리와 6마리 밀도로 매미충을 

접종하고 엽의 피해유무를 관찰하였는데 4마리 처리구

의 피해도는 3.0±0.2였으며 6마리 처리구는 2.8±0.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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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해도 차이는 없었다. 생존 성충 수는 4마리 처리구

에서 1.3±0.6마리였으며 6마리 처리구는 2.0±2.6마리였다. 
본 연구에서는 Zorka sp.에 의한 감잎의 피해를 규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매미충의 밀도

와 피해와의 관계는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매미충은 접종 후 21일까지 생존이 확인되었는

데 월동처나 월동태에 대한 조사도 추후 부가적인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6개도 11개 시군의 143개 과원을 대상으로 Zorka sp.

에 의한 감잎 피해를 조사한 결과 3개도 4개 시·군 22
과원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다(Table 1).
충북 영동지역에서 조사지역의 40.7%인 27개 조사 

포장 중 11개 포장에서 피해가 확인 되어 가장 피해가 

많았으며 전북 완주지역에서는 33.3%의 조사지에서 피

해가 확인되었는데 영동지역에서는 과원형태로 조성한 

10년생 이하의 감나무에서 피해가 확인되었고, 완주지

역에서는 단목이나 산간지대 밭 주변에 소규모로 식재

된 감나무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다. 
경남지역에서는 50개 포장 모두에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경북지역에서는 43개 포장 중 1곳에서만 피해

가 확인되었다. 
피해지의 입지 환경적 유사점은 모두 산에 인접해 있

거나 인가주변에 위치한 단목 피해지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산으로부터 100 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과원 형태를 갖춘 곳으

로서 피해율이 높은 영동지역의 경우 81.8%인 9개 농

가 포장이 포도밭 인근에 위치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상주 피해 포장의 경우도 포도밭에 인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포장은 포도밭과 인접 해 있으나 피해가 발

생하지 않았다. Zorka sp.의 기주식물에 대한 자료가 없

어 포도원과 감 과원 사이의 피해 연관성을 현재로서는 

입증할 수 없지만 추후 부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최초 피해 확인지인 경북 상주 모서의 포장이나 영동

지역의 집단 식재 포장에서는 피해주율이 10% 내외이

거나 피해엽율이 10% 미만인 곳들이 많은 반면 전북 

완주나 충북 진천의 단목으로 된 고목 피해지에서는 피

해엽율이 매우 높았고, 엽의 피해정도도 심하였다(Fig. 
2, 3, Observation data). 이는 과원 형태의 집단재배지

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기본적인 살충제 사용을 

함으로 인해 밀도 관리가 되어 피해의 진전이 없지만 

수고 20 m이상의 단목으로 된 고목의 경우 독립적으로 

자라거나 주로 인가주변에 식재되어 있어 다른 살충제

의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매미충의 피해와 피해엽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감원의 경우 평균 7회 이상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

는데 살충제의 살포는 6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et al., 2003) 떫은 감을 재배하는 경북 상주

지역에서는 년 평균 3-5회의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가 

54%를 차지하는데(Lim et al., 2008) 6월에 대부분의 

농가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Unpublished 
data). 따라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매미충의 방제와는 관계없이 이들의 발생시기에 살충

제를 살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밀도나 피해엽의 발생이 

억제 될 것으로 생각된다.  
Zorka sp.에 의한 감잎의 피해는 2008년의 경우 6월 

15일 조사에서 이미 감잎의 피해가 만연되어 있었고, 
약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9년 6월 22일 완

주 조사에서도 감잎의 피해가 이미 만연되어 있었고, 
성충보다는 약충의 출현 빈도가 높았으며 6월 26일 최

초 채집지역인 상주에서는 피해만 확인이 되었으나 성

충과 약충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7월 3일 조사에

서는 약충이 확인 되었고, 7월 10일 조사에서는 약충과 

성충이 소수 확인 되었다. 충북 진천에서는 8월 8일 전

체 잎에서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성충과 약충이 모두 발

생하였고, 9월 초순까지 서식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종은 성충태로 월동 후 다음 해 6월 초순에 감에 피해를 

주고, 다음 세대가 7월부터 피해를 줄 것으로 추정된다. 
Zorka sp.가 고유종인지 외래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단감이나 감의 재배가 오

래된 점을 감안하면 외래로부터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종 Zorka sp.에 의한 감의 피해를 최

초로 보고하였는데 생태나 방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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