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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uit borers such as Grapholita molesta, G. dimorpha and Carposina sasakii are major pests of plum in Korea. Population 

densities and seasonal occurrence were monitored using the synthetic sex pheromone trap in Uiseong and Gyeongsan, two important 

major plum growing area in Korea. In 2010 and 2011, adults of G. molesta were caught from mid April with the peak of late April, and

then undergone three more generations in Gyeongsan. Grapholita dimorpha appeared from late April and they showed three peaks until 

late September. Both Grapholita species occurred a few days later in Uiseong than in Gyeongsan where the latitude is 1° lower.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phenological occurrence of C. sasakii between Gyeongsan and Uiseong, showing the same patterns of two or 

three peaks. Population size was in order of G. molesta, G. dimorpha and C. sasakii with 63:16:20 and 47:35:18 in Gyeongsan and 51:18:31

and 46:13:36 in Uiseong, in 2010 and 2011 respectively.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s of Grapholita species caught in 

the trap installed inside and outside of the orch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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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북의 자두 주요 생산지인 경산시와 의성군내 8개의 자두과원을 선정하여, 2010년과 2011년에 주요 심식나방류인 복숭아순나방, 복숭아

순나방붙이,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상을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경산지역에서는 과수원 내부와 외부에서 포획된 개체수 자

료를 이용하여 내외부 발생량을 비교하였다. 경산에서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 발생은 의성보다 약 1주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 복숭

아순나방은 3월 하순에 발생을 시작하여, 4월 하순 최성기를 이루었으며, 이후 세대는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에 성충 최성기를 보였다. 반

면 복숭아심식나방은 두 지역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6월 상순에 발생을 시작하여 9월 중순까지 2-3회의 발생 최성기를 보였다. 복숭아심식나방의 

경우 2010년은 전형적인 2회 최성기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3회 최성기를 보였다. 연간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 복숭아심식나방의 발

생량비는 경산지역에서 63-47:16-35:20-18%였고, 의성지역은 51-46:18-13:31-36%로 나타났다.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의 경우 과

수원 내부와 외부에서 포획량의 차이는 없었다. 

검색어: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 복숭아심식나방, 성페로몬트랩, 돌발해충, 심식나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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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두 재배면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2003년에는 5,939 ha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5,724 ha이었다. 

경북은 최대 자두재배지(83.6%)이며 경남(4.6%), 충북(4.1%), 

대구(1.7%) 순으로 자두가 재배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김천, 의

성, 경산, 영천 순으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KOSIS, 2011). 자두는 장미과 벚나무속 자두아속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3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재배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10종이 있다 (Kim, 2006; Lee et al., 

2011). 자두나무의 잎과 줄기를 가해하는 곤충류는 진딧물류, 

응애류, 깍지벌레류 등이고 과실을 가해하는 곤충류들은 복숭

아순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유리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

방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자두나무의 심식나방류는 과실에 직

접 피해를 주는 관건 해충으로, 반드시 방제를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주산지에서 발생 특성에 대한 연구 보고가 없는 실정이

다.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Matsumura)은 한국, 일

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며, 사과와 배, 복숭아, 자두, 살구, 대추 

등의 과실을 가해하여 수량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Lee et al., 1984).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 Busuk)은 

동북아시아가 원산이며 현재는 북미, 남미, 유럽 및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Yokoyama and Miller, 1988; Rothschild 

and Vickers, 1991). 핵과류의 관건해충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과, 배의 주요해충으로 부각

되어 방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보인다고 하였다 

(Yang et al., 2001; Choi et al., 2008). 사과와 배에서는 복숭아

순나방 페로몬을 이용한 야외 집단 모니터링(Yang et al., 2001; 

Kim et al., 2004; Choi et al., 2008; Park et al., 2008) 및 먹이트

랩과 교미교란기술 (Yang et al., 2001; Kim et al., 2007; Kim et 

al., 2010)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복숭아순나방붙이(Grapholita 

dimorpha Komai)는 일본에서 자두 해충으로 1980년대 말부터 

야마가타현에서 문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말에 나가노현 자

두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다. 이후 나가노현 북부의 사과에서 

피해가 증가하면서 문제해충으로 부각되었고(Komai, 1979, 

1999; Yoshizawa, 2008), 국내 사과원에서도 새로운 문제 해

충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9). 본 연구는 자두 주산지

인 경북 경산과 의성 자두 과원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 복숭아심식나방의 연간 발

생소장을 통한 지역별 발생상과 발생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경산 지역에서 과수원 내부와 외부에 설치한 트랩을 통해 복

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의 과원 내 ‧ 외 발생상의 차

이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자두과원의 심식

나방류 해충종합관리 방제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 경북 남부의 경산과 중부의 의성 자두 과원을 선

정하였다.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일대 3개 포장은 모두 야산 인

근 과원이며, 중부의 의성군 봉양면 장대리 일대의 6개 포장은 

산지 3곳, 평지 2곳, 경사지 1곳의 과원이다. 조사과원은 모두 관

행적 재배관리가 이루어졌고, 병해충 방제는 살충제와 살균제

를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었다(Jung, C., unpublished obser-

vation).

조사방법: 조사에 이용한 성페로몬 트랩은 (주)그린아그로

텍에서 개발한 델타 A형(규격 130 × 180 mm)을 사용하였다. 

트랩은 상용 합성페로몬을 처리한 고무 격막 미끼(페로몬 루어, 

규격 19 mm, 직경 10 mm)가 트랩 중앙에 위치하고 밑 부분은 

끈끈이 판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성페로몬 트랩 성분

은 다음과 같다. 복숭아순나방 Z8-12:Ac, E8-12:Ac, Z8-12OH

가 각각 95: 5: 1이며, 복숭아순나방붙이 Z8-12:Ac, E8-12:Ac

가 85:15이며, 복숭아심식나방 Z7-eicosene-11-one으로 성분

비는 100이다(Boo et al., 1998). 트랩 위치는 과원 내 풍향 등을 

고려하여, 지상 1.5~1.7m 높이에 자두나무 가지 내부에 매달았

다. 페로몬 루어는 2개월마다 교체하였고, 끈끈이 판은 트랩 당 

40마리 이상이 유살 될 경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다. 과원 

별 각 1개의 트랩을 과원 내부에 설치하였으며, 경산시 포장의 

경우 포장 내부와 외부의 발생상 비교를 위해서 과원의 주변부

에 각 1개의 트랩을 추가 설치하였다. 의성에서 2010년 초반기 

발생은 복숭아순나방붙이 트랩에 복숭아순나방붙이와 회색점

애기잎말이나방의 혼합유인으로 인해 종 구분이 되지 않았던 5

월 중순까지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조사시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산, 의성 지역에서 3

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0년 경산

에서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의 트랩은 이들 나방

류가 최초발생하기 전인 3월 11일, 복숭아심식나방은 5월 7

일, 의성은 각각 4월 13일, 5월 29일에 설치하였고, 경산은 11

월 19일, 의성은 11월 5일까지 조사하였다. 2011년 경산의 복

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는 3월 30일, 복숭아심식나

방은 5월 20일, 의성은 각각 3월16일, 5월 17일에 트랩을 설치

하였고, 경산 12월 10일, 의성 10월 25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간격은 경산 5~15일 간격, 의성은 7일 간격으로 트랩에 유살 된 

수컷 성충을 계수하였다.

 

자료분석: 연내 지역의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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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pulation fluctuation of Grapholita molesta, G. dimorpha and Carposina sasakii in Gyeongsan plum orchards, 2010 and 2011.

복숭아심식나방의 밀도변동, 연간 지역별3종 심식나방류의 

발생밀도 변동, 지역간 3종 심식나방류의 밀도변동은 반복측

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von Ende, 2001).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의 

내 ‧ 외부에 설치된 트랩에 포획된 발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내부 발생량을 기준으로 외부의 발생량을 비교하였으며, 발

생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심식나방류의 누적 발생량

에 대한 지역간, 연도간의 차이는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AS Institute, 2009). 온도자

료는 기상청자료를 (경산: 영천관측소, 의성: 의성관측소) 이용하

였다 (http://www.kma.go.kr)

 

결 과

심식나방류의 발생시기 및 패턴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조사된 심식나방류의 발생패턴

은 Fig. 1, 2와 같다. 심식나방류의 최초 포획일과 발생최성기는 

Table 1과 같다. 경산의 경우 2010년도에는 3종 심식나방류의 

발생패턴에 차이를 보였지만 2011년의 경우 3종 심식나방류의 

시기별 발생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의성에서 3종 심식나방류의 시기별 발생패턴은 2010, 2011년

도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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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pulation fluctuation of Grapholita molesta, G. dimorpha and Carposina sasakii in Uiseong plum orchards, 2010 and 2011.

Table 1. Population events (Date±SD) of major fruit boring moths in plum orchard in Gyeongsan and Uiseong in 2010 and 2011

Species region Year 1st catch 1st peak 2nd peak 3rd peak 4th peak

Grapholita molesta

Gyeongsan
2010   107±3.5 140±0.0 169±0.0 205±5.2 257±4.6

2011   105±0.0 119±0.0 169±4.0 206±4.0 248±0.0

Uiseong
2010 1100±0.0 131±0.0 175±3.6 208±3.8 236±5.9

2011     96±7.8 124±2.9 171±2.9 205±3.6 229±2.9

Grapholita dimorpha

Gyeongsan
2010     114±11.4 138±4.0 169±0.0 228±0.0 258±0.0

2011     117±10.7 123±5.8 193±4.0 234±0.0 256±0.0

Uiseong
2010 -   128±11.2 172±3.6 203±2.9 242±3.6

2011   106±9.6 111±2.9 172±6.3 209±7.2 239±3.8

Carposina sasakii

Gyeongsan
2010     157±10.7 169±0.0 213±4.0 - -

2011   150±0.0 176±4.0 216±6.4 - -

Uiseong
2010   160±5.9 178±2.4 201±3.8 - -

2011   153±3.6 174±3.6 24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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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eated measures ANOVA of male catches of Grapholita dimorpha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  in Gyeongsan

Source df SS MS F P

2010

Between subjects

Insect 2 40784.37 20392.18 7.52 0.0075

Error 12 32550.70 2712.56

Within subjects

Time 27 142747.06 5286.93 16.51 < 0.0001

Time*Insect 54 197758.40 3662.19 11.44 < 0.0001

Error(Time) 324 103759.47 320.25

2011

Between subjects

Insect 2 1142.94 571.47 2.18 .1563

Error 12 3152.33 262.69

Within subjects

Time 27 17414.08 644.97 18.55 < 0.0001

Time*Insect 54 18679.85 345.92 9.95 <0.0001

Error (Time) 324 11265.67 34.77

'Insect' represents Grapholita dimorpha,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

Table 3. Repeated measures ANOVA of male catches of Grapholita dimorpha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  in Uiseong

Source df SS MS F P

2010

Between subjects

Insect 2 13882.84 6941.42 4.47 0.0301

Error 15 23305.15 1553.68

Within subjects

Time 27 78262.56 2898.61 12.86 < 0.0001

Time*Insect 54 57817.72 1070.70 4.75 < 0.0001

Error(Time) 405 91297.51 225.43

2011

Between subjects

Insect 2 48247.19 24123.60 5.13 0.0200

Error 15 70509.72 4700.65

Within subjects

Time 27 129435.82 4793.92 12.25 < 0.0001

Time*Insect 54 163646.92 3030.50 7.75 <0.0001

Error (Time) 405 154853.45 391.24

'Insect' represents Grapholita dimorpha,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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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순나방: 의성에서는 복숭아순나방 발생의 연간 차이

가 없었으나(P = 0.11) 경산에서는 연간 발생의 차이를 보였다 

(P = 0.003). 2010년도에는 의성과 경산간 복숭아순나방의 시

기별 발생패턴에 차이가 없었으나(P = 0.28) 2011년도에는 두 

지역간 시기별 발생패턴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01). 경산지역에서는 2010년 월동성충은4월 중순부터 발생

하기 시작하여 4월 중순, 5월 중순으로 두 번의 월동성충 발생

피크를 보였으며, 6월 상순부터 다시 증가하여 6월 중순, 7월 

하순, 8월 중순 발생피크가 나타났으며, 9월 중순부터 밀도가 

감소하다 10월 초에 발생이 종료되었다. 2011년은 3월 하순 발

생하여 4월 하순에 월동성충 발생피크를 보였으며, 6월 상순부

터 미비하게 발생하다 8월 상순부터 증가하여 8월 하순부터 감

소하다 종료되었다. 의성지역에서는 2010년은 4월 중순부터 

발생하여 5월 중순 월동성충 발생피크를 보였고, 6월 하순, 7월 

중순, 8월 중순으로 발생피크를 나타냈다. 2011년은 4월 중순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월동성충 발생피크는 4월 하순이었으

며, 이후 밀도가 감소하다 6월 중순, 7월 하순, 8월 중순으로 발

생피크를 보였다(Fig. 1, 2). 

복숭아순나방붙이: 경산과 의성에서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연간 시기별 발생패턴은 차이가 없었다(경산P = 0.49, 의성P =

0.70). 2010, 2011년도간 발생패턴도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경산P = 0.22, 의성P = 0.84). 경산에서 2010년은 4

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5월 하순 월동성충 발생피크를 

보였으며, 7월 중순, 8월 중순, 9월 중순 발생피크를 나타낸 이

후 급격히 감소하여 10월 하순 발생이 종료되었다. 2011년에는 

4월 하순에 첫발생하여 발생피크는 5월 하순이었으며, 7월 하

순, 8월 중순, 9월 중순 발생피크를 보였고, 이후 밀도가 감소하

다 발생이 종료되었다. 의성에서는 2010년 7월 중순, 8월 하순, 

9월 상순에 발생피크를 보였고, 10월 상순에 발생이 종료 되었

다. 2011년은 4월 중순에 발생되어 월동성충 발생피크는 5월 

중순이었으며, 이후 발생이 미미하였으며, 7월 중순, 8월 중순

에 발생피크를 보였다(Fig. 1, 2).

복숭아심식나방: 경산과 의성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의 연간 

시기별 발생패턴은 유사하였다(경산P = 0.36, 의성 P = 0.19). 

2010, 2011년도간 두 지역의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패턴도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경산 P = 0.09, 의성 P = 0.60). 경산에

서 2010년은 5월 하순에 발생하여 6월 중순, 7월 하순, 8월 중순 

발생피크를 보였고, 8월 하순 이후 감소하다 9월 중순 발생이 

종료되었다. 2011년의 발생은 5월 하순 시작되어 6월 중순, 8월 

상순으로 발생피크를 보였고, 9월 중순 발생이 종료되었다. 의

성의 2010년은 6월 상순에 발생하여 6월 하순, 7월 하순, 8월 중

순 발생피크를 보였고, 9월 하순 발생이 종료되었다. 2011년 발

생은 5월 하순에 시작하여 6월 중순, 7월 중순 발생피크를 보였

고, 9월 하순 이후 발생이 종료 되었다(Fig. 1, 2). 2010년은 경

산과 의성에서 3회 발생 피크를 보였으며, 2011년은 2회 발생

피크를 보였다.

심식나방류들의 지역별 연간 발생량

세 종의 심식나방류에 있어서, 경산은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해충의 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의성이 반대로 높

았다(Fig. 3).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연간 발생량은 지역과 연도

에 따른 변이가 매우 적었다. 반면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

나방의 경우, 지역내 연도간 발생 패턴은 비슷하고, 지역간 패

턴의 차이는 극명하였다(Fig. 3). 특히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

심식나방은 2011년에 의성 과원이 경산 과원보다 월등히 밀도

가 높게 나타났다. 

복숭아순나방:복숭아순나방붙이:복숭아심식나방의 연간 

발생의 상대적 분포는 2010년과 2011년에 경산에서는 

63:16:20과,  47:35:18로 나타났으며, 의성에서는 51:18:31과 

51:13:36으로 나타났다(Fig. 4). 

과수원 외 ‧내부 트랩 발생량 비교

과원 내부와 외부에 배치한 트랩에서의 나방류 포획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Fig. 5). 복숭아순나방의 경우, 과수원 내부 트랩

에서의 발생량 대비 외부 트랩에서 발생량은 2010년 114%(t =

0.13, df = 95, P = 0.89), 2011년 118%(t = 0.13, df = 92, P =

0.89)였으며, 복숭아순나방붙이는 2010년 119%(t = -0.03, df

= 95, P = 0.97), 2011년 95%(t = 0.42, df = 92, P = 0.67)으로 

나타났다. 발생패턴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010년 복숭아

순나방붙이 포획 패턴의 경우,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내부

트랩에서 30마리, 외부트랩이 2마리로 내부 트랩에 약 15배 정

도 많았다(Fig. 6). 

 

고 찰

자두의 주요 심식나방류의 발생 조사 결과, 복숭아순나방의 

발생이 가장 많고,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 순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사과에서 문제 해충으로 부

각된 복숭아순나방붙이가(Choi et al., 2009) 자두에서도 심식

나방류 발생량의 13-3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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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three fruit boring lepidopterans from plum orchards in Uiseong and Gyeongsan, 2010 and 2011. A: 
Uiseong 2010, B: Uiseong 2011, C: Gyeongsan 2010, D: Gyeongsan 2011. Gm: Grapholita molesta, Gd: Grapholita dimorpha, Cs: Carposina 
sasa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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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number of three fruit boring lepidopterans caught in 
pheromone trap. U: Uiseong, G: Gyeongsan, Gm: Grapholita 
molesta, Gd: Grapholita dimorpha, Cs: Carposina sasakii.

발생시기 및 패턴

복숭아순나방의 경우, 3월말에 월동성충 발생이 시작되어 4

월 하순과 5월 상순 사이에 월동세대 발생 최성기를 보였으며, 

6월 중하순, 7월 중순, 8월 중순 경 각 세대의 발생 최성기를 보

였다. 이러한 발생 패턴은 국내 사과(Choi et al., 2008), 배

(Yang et al., 2001; Cho et al., 2010; Ahn et al., 2012)는 물론 일

본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Mizukoshi, 2006). 또한 연

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월 중순의 성충 발생이 많은 점은, 우

리 나라 남부지역에서는 5세대까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 반면 복숭아순나방붙이의 경우 복숭아순나방보

다 약 1주일 정도 발생이 늦은 것으로 보이며, 역시 4-5회의 밀

도 증가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발생세대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당해 년도의 기상상황에 따라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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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tal number of Grapholita molesta (Gm) and G. 

dimorpha (Gd) caught in pheromone trap. I: Inside, O: Outside. 

적으로 추가적 세대 발생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두에서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월동세대 성

충은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 1세대는 6월, 2세대는 7월, 3세대

는 8월 중순부터 9월로 년 4세대 발생이 보고되었고(Murakami, 

2005), 아오모리현의 경우 사과에서는 월동세대가 5월 하순부

터 6월 중순, 1세대는 7월 중순부터 하순, 2세대는 8월 중순부

터 9월 중순으로 년 3세대가 보고된 바 있다(Arai et al., 2009), 

복숭아심식나방은 2010년에는 6월 상순 발생을 시작하여 6월 

하순, 7월 중순, 8월 하순으로 3회 성충 발생 최성기를 보인 반

면, 2011년에는 5월 하순에 발생을 시작하여 6월 하순과 8월 상

순에 2회 성충 발생 최성기를 보였다. 국내에서 복숭아심식나

방은 년 2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Lee et al., 

1984; Kim et al., 2001), Kim et al. (2001)은 월동세대 발생 

two-peak model을 적용한 결과, 월동세대의 후반기 발생과 후

속세대의 전반기 발생이 중첩되면서 마치 3회의 최성기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추후 지속적인 야

외 개체군 발생 분석을 통해, 자두 과원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 패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 별 발생 시기 및 발생량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발생이 세 종 나방류에서 모두 1주

일 이상 빨랐다. 이는 봄철 특히 4월 이후 온도가 2011년에 높

았기 때문으로, 월동 유충, 번데기의 발육 속도가 빨라졌기 때

문으로 파악된다(Fig. 7). 최근 이상기후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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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data of Gyeongsan and Uiseong from Yeongcheon and Uiseong Meteorological station, 2010 and 2011.

는 상황에서, 주요 해충의 발생 시기의 정확한 예측 및 판단은 

해충 관리의 필수 요소로써, 기상 자료를 활용한 해충발생 예측

모델(예, Kim et al., 2001; Kim and Lee, 2010; Ahn et al., 2012)

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준다. 특히 초발일의 경우, 발생 최성일 

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발생량이 매

우 적기 때문에 트랩에 포획될 경우의 수에 의한 확률적 분포차

가 그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체군 계절발생 모델

에서 biofix를 초발일로 할 경우(예, Welch et al., 1978), 발생예

측의 전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실제 농가나 해충

관리 담당자들의 활용적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숭아순나방붙이의 발생량은 년도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량은 

지역내 변이는 크지 않았으나, 지역별 연도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기상자료를 토대로 예측할 경우, 2011년이 기온이 

높기 때문에 발생량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Kim et 

al., 2001; Yang et al., 2001) 의성지역에서는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의 년중 발생밀도가 2011년에 더 많았었다. 해

충의 년중 발생 밀도는 기상 등 무생물적 환경요인, 생물적 요

인과 농업 관리 요인의 총체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요인들

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2011년에 나타난 해충의 발생 패턴의 

차이는 관리 요인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산 과원의 경

우, 본 연구팀에 의하여 2010년 발생자료에 근거하여 방제시기 

제안 및 방제 효율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제 효율이 높아져, 2011년도 발생량이 적었던 것으로 일부 

판단된다. 이는 해충 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지역적 발생자

료에 기초한 개입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배 과원에서도 2002-3

년에 모니터링과 방제 컨설팅으로 방제 비용을 40% 이상 줄일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Jung, C., unpublished observation). 

과수원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

경산 지역 각 과원의 중앙부와 외부에 설치한 트랩에서 포획

된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의 발생량과 발생 패턴은 

거의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해충의 이동성에 대한 상

반된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트랩의 유효 유인반경 내에서 

해충의 이동은 자유롭다’ 와 ‘해충의 이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

고 해충 분포는 과원 내부와 외부에 균일하며 지엽적으로 트랩

에 유인된다’ 이다. 복숭아순나방 성충 이동거리는은 약 200 m

이내 이나, 일부 개체들은 1 km이상 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Rothschild and Vickers, 1991; Park et al., 2008). 또한 복숭아

순나방 암컷이 수컷보다 비행능력이 높고(Dorn et al., 2001), 

암컷의 경우 상당한 거리의 기주를 찾아 비교적 자유로이 이동

할 수 있음(Steiner and Yetter, 1993)을 보고하기도 했다. 복숭

아순나방붙이는 복숭아순나방보다 이동 능력이 높다(Arai et 

al., 2009). Kim et al.(2009)은 사과원 안팎에서 복숭아순나방

을 모니터링한 결과 포획량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이

를 사과원간 장거리 이동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호주에

서는 복숭아순나방 교미교란제 설치 과원 가장자리에 페로몬

트랩으로 보호벽을 설치하여 외부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Il’ichev et al., 2004). 복숭아순나방 등 심식나방

류의 이동은 과원 단위 해충관리는 물론 지역단위 약제 저항

성 관리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 과수

원의 면적이 작고(평균 1.5ha 이내), 여러 종류의 과수가 모자

이크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바, 200 m 내외의 이동능력을 가

진 해충의 경우 과원 내외부로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과수의 종류별, 과수원간 이동에 대한 추가적인 생태적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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