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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고추에 발생하는 4종의 주요 해충에 대한 천적이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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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Efficacy of Natural Enemies on Four Arthropod Pests fou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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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atural enemies on four major pests of hot pepper was tested in greenhouses. The aphids were successfully 

controlled by introducing three Aphidius colemani-banker plants, and releasing 23.3 wasps per m
2
 on April 16 and 23 wasps per m

2
 in a 

greenhouse of 660 m
2
. To control thrips, Orius laevigatus was released twice, 3.0 bugs per m

2
 at a time(May 11

th
 and June 12

th
). The thrips

population was controlled within 0.3 thrips per flower during the growing season. To control two species of mites, Tetranychus kanzawai

and Polyphagotarsonemus latus, and the silverleaf whitefly, Bemisia tabaci, a total of 113.7 individuals of Amblyseius swirskii were released

twice(May 11
th

 and 30
th

). The densities of B. tabaci and T. kanzawai were kept within 171.0 individuals/trap and 0.8 individual/leaf, 

respectively. P. latus was suppressed completely twelve days after release. The cost of the released natural enemies to control the four 

arthropod pests in this study was 420,000 Won per 660 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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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촉성재배 시설고추에 발생하는 4종의 해충에 대한 천적이용 효과를 660 m
2
의 면적에서 조사하였다. 진딧물은 3포트의 진디벌-뱅커플랜

트와 콜레마니진디벌(Aphidius colemani)을 m
2
 당 4월16일 0.8 마리와 4월 23일 2.3 마리를 방사하여 진딧물을 성공적으로 방제할 수 있었다. 총

채벌레 방제를 위해 미끌애꽃노린재(Orius laevigatus)를 5월 11일과 6월 12일 m
2
 당 총 3.0 마리를 방사하여 작기 동안 총채벌레 밀도를 꽃 당 

0.3 마리 이내로 억제하였다. 지중해이리응애(Amblyseius swirskii)를 5월 11일과 5월 30일 m
2
 당 총 113.7 마리를 방사하여 작기동안 담배가루

이 밀도를 트랩 당 171.0마리 이내, 차응애 밀도는 잎 당 0.8 마리 이내로 억제하였다. 차먼지응애는 지중해이리응애 방사 12일 후에 완전방제 되

었다. 4종 해충의 방제에 소요된 천적사용 비용은 660 m
2
 당 42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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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노지재배는 병해충의 발생이 많아 약 10～15회의 과

다한 농약을 살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생산물의 약제 잔류의 위

험성이 높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재배는 빗물에 의해 전염되는 역병과 탄저

병의 발생이 거의 없어 해충만 천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면 약제사

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설재배 고추에 발생하는 

해충은 봄부터 여름을 거치는 반촉성 재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며, 주로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잎응애, 담배나방 등이 있다. 

국내에서 고추해충과 관련된 천적연구는 대량사육한 명충알

벌(Trichogramma chillonis)을 노지재배 고추포장에 방사하여 

담배나방 알에 대한 기생력을 평가하였고(Han et al., 1993, Choi 

et al., 2005), 으뜸애꽃노린재(Orius strigicollis)를 이용한 총채

벌레 방제효과를 비교(Song et al., 2001) 하는 등 소수에 불과하

고, 대부분 해충의 발생이나 농약을 이용한 방제에 관한 연구이

다(Han et al., 1994; Cho et al., 1996; Yang et al., 2004; Moon et 

al., 2006; Park et al., 2007). 고추를 재배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천적 이용도 많지 않으며, 담배나방 천적인 Trichogramm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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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량증식을 위해 대체기주로 보리나방 알과 산누애나방

(Antheraea pernyi) 번데기를 이용한 인공 알 개발에 관한 연구

가 있다(König et al., 1992; Bao and Gu, 1998). 담배가루이 천적

인 황온좀벌(Eremocerus eremicus)과 담배가루이좀벌(Eremocerus 

mundus)의 효과를 비교하였으며(Stansly et al., 2005a, 2005b; 

López and Andorno, 2009), 오이이리응애(Amblyseius cucumeris), 

지중해이리응애(Amblyseius swirskii), 애꽃노린재류(Orius spp.)

의 총채벌레에 대한 방제효과를 조사한 연구(Funderburk et al., 

2000; Arthurs et al., 2009)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종의 해

충에 한 종의 천적을 적용한 사례들로 실제포장에서 여러 종의 천

적을 적용할 경우 천적 간의 경쟁이나 한 종의 천적이 다수 종의 해

충을 포식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포장에서 여러 종의 해충에 대한 천적이용은 

종간 경쟁이나 동시방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고추재배 농가현장에서 시기별로 발생

되는 해충에 대해 적합한 천적을 적기 투입하여 천적비용을 최

소화하였다. 다소 아쉬운 점은 기관소유 포장과 달리 농가포장

이라 무처리구를 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천적 단일구 처

리에 따른 상대적 비교는 어렵지만 방사된 천적의 밀도 변동과 

억제된 해충밀도에 의해 방제효과를 평가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장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354번지 소재 

비닐하우스 포장으로 실험에 사용한 면적은 660 m
2
(폭 7 × 길이 

100 m)이다. 재배작형은 2∼3월에 정식하는 반촉성재배 형태

로 재배기간은 2009년 시험은 2월 25일, 2010년 시험은 3월 10

일에 정식하여 10월 하순에 종료하였다. 품종은 슈퍼비가림(신

젠타종묘)이며, 재식주수는 660 m
2 
당 1,300주이고, 시비와 물

관리 등 기타 재배방법은 농가 관행재배법에 따랐으며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시험에 사용한 천적은 모두 (주)세실에

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포장의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

여 2010년 고추 정식 후부터 HOBO
®
(Onset computer Co.)에 1

시간 간격으로 온․습도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setting하여 작물

체의 중간 부위에 설치하였다. HOBO
®
에 입력된 자료는 

BoxCar3.6 프로그램으로 받아 엑셀파일로 변환시켜 10일 간격

으로 평균과 최고, 최저 온․습도를 구하였다. 

진딧물 천적의 이용 효과

시험 포장에 발생한 진딧물은 복숭아혹진딧물과 목화진딧물

이었으며 이하 내용에는 진딧물의 종 구분 없이 진딧물로 표시

하였다. 진딧물 천적은 진디벌 뱅커플랜트(banker plant)를 고

추 정식 후 2009년 시험은 3월 20일, 2010년 시험은 4월 6일 660 

m
2
 당 3 포트를 포장의 앞, 중간, 후 부분의 토양에 각각 이식하였

으며, 뱅커플랜트의 진딧물 머미(mummy) 수는 약 100 마리이

었다. 콜레마니진디벌(Aphidius colemani)은 매주 예찰을 통하

여 진딧물이 발견된 즉시 방사 하였는데,  m
2
 당 방사량은 2009

년 시험에서 4월 16일과 23일에 각각 0.8마리와 1.5 마리(총 2.3 

마리)를 방사하였다. 2010년 시험에서는 4월 28일과 9월 29일 

각각 0.8 마리와 2.3 마리(총 3.1 마리)를 방사하였으며, 추가로 

무당벌레(Harmonia axyridis) 유충 35마리를 5월 10일 진딧물 

발생지점에 방사하였다. 

진딧물과 천적의 밀도조사는 660 m
2
 당 40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주일 간격으로 고추의 상․중․하엽 각각 5엽씩 진딧물

과 머미의 밀도를 육안으로 조사 하였으며, 조사된 상․중․하엽의 

합을 엽당 밀도로 산출하였다. 

총채벌레 천적의 이용 효과

총채벌레는 주로 피해를 주는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와 꽃노랑총채벌레(F. occidentalis) 두 종의 합한 수를 

총채벌레(Thrips)로 표기 하였다. 총채벌레류 천적은 미끌애꽃

노린재(Orius laevigatus)를 이용하였으며, 미끌애꽃노린재의 

방사시기와 m
2
 당 방사량은 2009년 시험에서 4월 4일과 5월 21

일 각각 2.3 마리와 1.5 마리씩 총 3.8 마리를 방사하였다. 2010

년 시험에서는 5월 11일과 6월 12일 매회 1.5 마리씩 총 3.0 마리

를 방사하였다.

총채벌레와 미끌애꽃노린재의 밀도조사는 꽃가루가 터져 만

개한 고추 꽃을 660 m
2
 당 40개를 무작위로 절취하여 15 ml(직

경  25 × 55 mm)의 알코올 병에 담아 실내에서 현미경으로 총채

벌레 종류와 미끌애꽃노린재를 구분하여 꽃 당 평균을 구하

였다. 

담배가루이 천적의 이용 효과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천적은 지중해이리응애를 이용

하였다. 지중해이리응애의 방사시기와  m
2
 당 방사량은 2009년 

시험에서 5월 11일 37.9 마리, 5월 30일 75.8 마리(총 113.7 마리)

를 방사하였다. 2010년 시험에서는 4월 28일과 5월 11일 2회에 

걸쳐 매회 37.9 마리씩(총 75.8 마리)를 방사하였다.

담배가루이의 발생밀도 조사는 10 x 15 cm 크기의 황색끈끈

이트랩(그린아그로텍, 한국)을 하우스 내에 20개 지점에 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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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Fluctuation of temperature (A) and humidity (B) in 
greenhouse hot pepper in 2009.

(A)

(B)

Fig. 2. Control efficacy of braconid parasitoid A. colemani

against aphids on hot pepper in a protected greenhouse in 2009 
(A) and 2010 (B).

상단 30 ㎝ 위에 플라스틱 집게로 고정하고, 1주일 간격으로 교

체 수거하여 실내에서 현미경으로 담배가루이 수를 조사하였

다. 천적인 지중해이리응애의 밀도 조사는 포장 내 40개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주일 간격으로 고추의 상․중․하엽 각각 5엽

씩 앞, 뒷면을 루페(×10)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한 상․중․하엽의 밀도를 합하여 엽당 평균을 구하였다.

잎응애 천적의 이용 효과

시험포장에 발생한 잎응애류는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와 차먼지응애(Polyhagotarsonemus latus)였으며, 사용한 천적

은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해 방사한 그 지중해이리응애이며 별

도로 잎응애 방제를 위해 방사하지 않았다. 지중해이리응애의 

방사시기와 방사량은 상기한 “담배가루이 천적의 이용효과”에 

있다. 잎응애류와 지중해이리응애의 발생밀도 조사는 “담배가

루이 천적의 이용효과”에서 지중해이리응애 밀도조사와 동일

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포장 온도와 습도

시험기간 동안 하우스 포장의 온도와 습도를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평균온도는 3월 22일 14.9℃로 가장 낮았고 여름

으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8월 12일 29.8℃로 최고 온도를 보인 

후 점차 낮아져 10월 중순에는 20℃내외를 보였다. 최고온도는 

천적이 생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온도로 시험기간 동안 37.0℃

∼46.9℃에서 움직여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특히 7∼8월에는 43℃이상 상승하고 온도 지속기간도 길었다. 

최저온도는 4.6℃∼22.5℃ 였다. 

포장 내의 평균 습도는 61.0%∼90.3%로 천적의 활동에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고 습도와 최저 습도의 편차는 크지만 주

로 야간과 한 낮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천적의 활동

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딧물 천적의 이용 효과

진디벌 뱅커플랜트와 콜레마니진디벌 투입에 의한 진딧물의 

방제효과는 Fig. 2와 같다. 진딧물 발생밀도와 콜레마니진디벌

에 기생된 진딧물 머미의 발생상황을 보면, 2009년 시험에서 진

딧물의 발생밀도는 잎 당 4월 16일 0.1 마리가 처음 발견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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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Control efficacy of pirate bug O. laevigatus against thrips 
on hot pepper in a protected greenhouse in 2009 (A) and 2010 (B).

작하여, 4월 29일 0.2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5월 14일부터는 전

혀 발견되지 않았고, 8월 하순경부터 10월 하순까지 미미한 발

생을 보였다. 콜레마니진디벌에 의해 기생당한 진딧물의 머미

는 5월 6일 잎 당 0.3 마리까지 증가하였고, 5월 21일에는 진딧물 

발생도 없고 머미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딧물과 진디벌 머미의 

발생패턴은 Lotka-Volterra등식에 의한 전형적인 피식자와 포

식자의 발생변동을 나타냈다.

2010년 시험에서는 콜레마니진디벌과 무당벌레를 동시에 

이용하였으며, 진딧물의 잎 당 밀도는 5월 1일 0.1 마리가 발생

되기 시작하여 5월 6일 0.3 마리로 증가한 이후 7월 하순까지 감

소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9월 23일

에는 1.7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 시험과 비교해 진딧물 밀

도가 9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딧물의 발생은 

대체로 4∼5월부터 시작하여 7∼8월에 평균 온도가 30℃에 육

박하는 높은 온도로 인해 진딧물의 몸 크기는 작아지고 번식도 

느려졌다. 9월부터 평균온도는 25℃정도로 낮아지고 진딧물은 

다시 증가하였다. 

천적에 의한 진딧물 방제효과를 고찰하면, 2009년 시험에서

와 다르게 2010년 시험은 9월 이후 진딧물 발생이 많았는데, 이

는 2010년 4월에 발생한 진딧물을 대상으로 콜레마니진디벌은 

적게 방사하고 대신 무당벌레를 방사하였으나 무당벌레가 진딧

물을 완전히 방제하지 못하고 여름을 보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봄에 완전히 방제되지 않은 진딧물은 여름이 되면 시설 내 온

도가 상승하므로 충의 크기는 작아지고 증식은 더디지만, 가을

이 되면 시설 내 온도가 낮아지고 온실에서 여름을 보낸 진딧물

은 급격히 증식을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여름은 콜레마니진디벌

의 활동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진디벌 유충을 공격하는 중복

기생벌(Asaphes lucens)의 발생이 많아 콜레마디진디벌의 효과

가 낮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4월에 발생한 진딧물을 대상으

로 콜레마니진디벌 방사량을 2009년 대비 65%가량 줄이는 대

신 무당벌레를 방사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무당벌

레는 먹이가 없게 될 경우 머미를 포식하여 진디벌을 죽이고, 또

한 고온기에는 시설내 정착보다 외부로 빠져 나가버려 진딧물 

방제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봄에 발생하

는 진딧물을 콜레마니진디벌로 완전히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Goh et al.(2001)는 목화진딧물과 복숭아혹진딧물이 발생한 

시설고추 100 m
2
에서 5월 8일 콜레마니진디벌 뱅커플랜트를 투

입하여 진딧물 밀도가 5월 30일 주당 9.8 마리에서 6월 13일 27.1 

마리로 증가하였으나, 6월 26일에는 1.3 마리로 감소하였으며, 

이때 콜레마니진디벌의 기생률이 92.0%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이 콜레마니진디벌에 의한 진딧물 방제효과가 높은 것은 콜레

마니진디벌이 수명 4.4일 동안 388개를 산란하는데(van Steenis, 

1995), 즉 짧은 기간에 많은 진딧물을 기생할 수 있고, 아울러 지

속적 발생을 위해 뱅커플랜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총채벌레 천적의 이용 효과

미끌애꽃노린재 방사에 의한 총채벌레 방제 효과는 Fig. 3과 

같다. 국내에서 고추에 발생하는 총채벌레류는 꽃노랑총채벌

레, 대만총채벌레 등 12종으로 알려져 있다(Ahn et al., 1998). 총

채벌레와 미끌애꽃노린재의 꽃 당 발생 밀도를 보면, 2009년 시

험에서 총채벌레는 5월 28일 0.03 마리가 발생되기 시작하여 6

월 18일 0.6 마리로 최고 밀도를 보였다. 7월과 8월에는 아주 낮

은 밀도로 유지되었으며, 9월부터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끌애꽃노린재는 총채벌레 증가가 시작되는 6월 11일 0.4 마

리가 발생되었고, 7월 1일에는 1.7 마리로 최고 밀도를 보임에 

따라 총채벌레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 시험에서 총채벌레는 5월 20일부터 발생을 시작하였

으며, 8월 하순까지 0.08 마리 이내의 낮은 밀도로 지속되었고, 9

월 3일에는 0.24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미끌애꽃노린재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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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Control efficacy of predatory mite A. swirskii against B. 

tabaci on hot pepper in a protected greenhouse in 2009 (A) and
2010 (B).

17일부터 밀도증식을 시작하여 7월 8일에는 3.0 마리로 최고 밀

도를 보였다. 그러나 8월부터 9월 하순까지는 0.07 마리 이내의 

낮은 밀도로 유지되었다. 

미끌애꽃노린재를 이용한 총채벌레 방제효과를 고찰하면, 

총채벌레는 5월 중․하순부터 발생을 시작하여 6월 하순까지 밀

도가 증가하였지만, 미끌애꽃노린재가 5월 하순부터 총채벌레

를 먹이로 밀도가 증가하여 6월 하순∼7월 중순에 최고 발생량

을 보이고 총채벌레는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미끌애꽃노린재

는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매우 낮은 밀도를 보인 것은 여름

철 시설 내 온도가 높아 고추 꽃이 매우 적게 피고, 총채벌레 밀도

도 낮아 먹이의 공급 부족으로 많은 수의 미끌애꽃노린재는 시

설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으로 본다. 9월이 되면 온도는 낮아지

고 총채벌레 증가와 함께 미끌애꽃노린재도 증가했다. 2009년

에 비하여 2010년에 미끌애꽃노린재의 방사량을 약 21% 감소

시킨 m
2
 당 3.0 마리를 방사 하였는데도 총채벌레 밀도는 오히려 

낮았다. 2009년과 2010년 총채벌레와 미끌애꽃노린재 발생양

상에서 차이는 첫째 2010년이 2009년보다 총채벌레 발생량이 

적었고, 둘째 2009년도는 총채벌레가 미끌애꽃노린재보다 먼

저 높은 발생피크를 보였으며, 2010년은 반대로 애꽃노린재가 

총채벌레보다 먼저 높은 발생피크를 보였다. 2010년에는 6∼7

월 중 총채벌레 대비 미끌애꽃노린재 밀도가 높아 초기부터 방

제효과가 컷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먹이도 없는 조

건에서 미끌애꽃노린재 밀도가 높았던 것은 미끌애꽃노린재는 

다식성 곤충으로 총채벌레 이외에도 꽃가루, 진딧물, 잎응애 알 

등 다른 먹이가 되는 생물이 있으면 번식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Song et al.(2001)은 하우스 고추에서 으뜸애꽃노린재를 6월

∼9월까지 5회에 걸쳐 매회 m
2
 당 1.9∼4.7 마리 방사한 결과, 

천적방사구가 약제 4회 처리구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

으나, 본 시험에 비하여 사용한 천적의 종은 다르지만 너무 많은 

량의 으뜸애꽃노린재를 여러 차례 방사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꽃노린재류는 꽃가루를 먹이로 생존할 수 있

기 때문에(Brødsgaard, 1995) 고추 정식 후 꽃이 피고 작물의 

높이가 약 60cm이상 성장하면 총채벌레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애꽃노린재류를 조기에 방사하여 밀도를 높이면 총채벌레 

발생 시 빠른 방제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10)의 겨울작형 파프리카에서 미끌애꽃노린재를 총채

벌레가 발생하기 전인 2월 중순 이전에 m
2
 당 3.3 마리를 방사

하여 작기동안 꽃노랑총채벌레를 황색트랩 당 2마리 이내로 

억제하였고, 미끌애꽃노린재는 꽃 당 6.6 마리까지 증가시켰다

고 보고했다. 

담배가루이 천적의 이용 효과

지중해이리응애 방사에 의한 담배가루이 방제 효과는 Fig. 4

와 같다. 담배가루이와 지중해이리응애의 발생상황은 2009년 

시험에서 담배가루이의 트랩 당 밀도(1주일 동안 누적 수)는 4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21.1 마리 이내의 적은 발생을 보였으나, 

9월 10일에는 97.8 마리로 급격히 증가 한 후 10월 15일에는 

171.0 마리로 최고 밀도를 보였다. 지중해이리응애의 잎 당 밀도

는 5월 28일 0.1 마리를 시작으로 6월 11일에는 1.7 마리까지 증

가한 후 8월 13일까지 감소가 지속되었다. 9월부터 시설 내 평균

온도가 28℃이하로 낮아지고 먹이인 담배가루이도 조금씩 증

가함에 따라 지중해이리응애도 다시 증가하는데 10월 15일 잎 

당 1.0 마리였다. 

2010년 시험에서 담배가루이의 트랩 당 밀도는 4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37.7 마리 이내의 낮은 발생량을 보였으나, 8월 27

일에는 73.3 마리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9월 16일에는 219.1 마

리로 최고 밀도를 보였다. 천적인 지중해이리응애의 잎 당 밀도

는 5월 6일 0.25 마리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6월 17일에는 

1.1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7∼8월 여름에는 시설 내 최

고온도가 44.9℃까지 올라가 천적의 생존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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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ontrol efficacy of predatory mite A. swirskii against T. 

kanzawai on hot pepper in a protected greenhouse in 2009 (A) 
and 2010 (B).

Fig. 6. Control efficacy of predatory mite A. swirskii against P. 

latus on hot pepper in a protected greenhouse in 2009.

지중해이리응애 밀도는 감소한다. 9월부터는 2009년과 마찬가

지로 적당한 온도조건과 풍부한 먹이로 인해 다시 밀도가 증가

하는데, 9월 10일에는 잎 당 1.6 마리까지 상승하였다. 

지중해이리응애를 이용한 담배가루이 방제효과를 고찰하면, 

담배가루이 밀도는 정식 후 8월 중순까지 낮은 밀도로 유지된 것

은 고추에 정착한 지중해이리응애가 잎에 골고루 분포하여 담

배가루이 발생초기에 포식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9월 상

순경부터 담배가루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8월 하순 고온으로 

인해 지중해이리응애의 밀도가 매우 낮아 담배가루이를 억제하

지 못했고, 아울러 시설외부에서 증식하던 담배가루이가 외기

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실 내로 급속히 유

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Kim et al.(2010)은 파프리카에서 담배가루이 발생이 7월 하

순까지 낮은 밀도로 유지되지만 8월 하순부터 급격한 증가현상

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원인이 시설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이

라고 하여 본 시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갑자기 유입되어 증가하는 담배가루이는 포식력이 낮은 지중해

이리응애로 방제가 어려우며, 작물 재배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황온좀벌등의 기생성 천적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이다. 본 시험의 경우 담배가루이 밀도가 높았던 기간은 수확완

료 전 약 1개월간으로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었다. 

잎응애 천적의 이용 효과

고추 정식 후 4월∼5월에 방사한 지중해이리응애에 의해 차

응애(T. kanzawai)와 차먼지응애(P. latus)의 방제 효과를 조사

한 결과는 Fig. 5-6과 같다. 2009년 시험에서 차응애는 6월 4일 

최초 발생되기 시작하여, 7월 15일 0.4 마리에서 8월 27일 0.8 마

리까지 증가하였으며, 9월 초부터 급격한 밀도 감소가 10월까지 

계속되었던 것은 지중해이리응애에 의한 방제효과로 본다. 지

중해이리응애는 담배가루이 뿐만 아니라 점박이응애나 총채벌

레 등을 포식하는 광식성 천적으로 하루 포식량은 담배가루이 

알과 점박이응애 알을 각각 11.0개와 13.2개를 포식한다(Kim et 

al., 2007). 지중해이리응애의 발생밀도 변동은 ‘담배가루이 천

적의 이용효과’의 2009년 시험에서와 같다. 2010년 시험에서 

차응애의 발생은 6월 17일 최초 발견되었고, 작기 동안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며, 8월 13일 잎 당 0.13 마리가 최고 밀도였다. 지

중해이리응애의 발생밀도 변동은 ‘담배가루이 천적의 이용효

과’의 2010년 시험에서와 같다. 

차먼지응애는 2009년에 잎 당 발생밀도는 5월 28일 0.9 마리

가 최초 발견된 지점에 지중해이리응애를 다른 곳 보다 많이 방

사하였고, 차먼지응애는 6월 4일 0.8 마리에서 6월 11일에는 모

두 방제되었다. 지중해이리응애의 잎 당 밀도는 5월 28일 0.02 

마리에서 6월 11일 0.59 마리로 증가하면서 차먼지응애는 발견

되지 않았다. 

지중해이리응애를 이용한 차응애와 차먼지응애 방제효과를 

고찰하면, 차응애는 대체로 6월 상순경부터 발생을 시작하여, 8

월 중․하순경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나 이때 지중해이리응애

는 가장 낮은 밀도를 보였다. 지중해이리응애는 봄에 높은 밀도

를 유지 하지만 여름이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고온에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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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Lee and Gillespi(2011)도 지중

해이리응애가 35℃이상에서 전혀 발육을 못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지중해이리응애가 소발생한 차응애를 방제할 수 있었던 

것은 칠레이리응애(Phytoseiulus persimilis)와 달리 해충이 없

어도 꽃가루 등을 먹고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고추 

정식 후 꽃이 개화하면 해충발생이 없어도 지중해이리응애를 

방사하여 정착시키면 잎에 돌아다니며 차응애가 발생하면 즉시 

포식하여 차응애의 군집형성을 억제한다(Kim et al., 2010). 그

러나 지중해이리응애는 어디까지나 차응애 발생 초기에 방제가 

가능하지만 차응애 밀도가 높아지면 포식량이 적고 알과 어린 

약충을 주로 먹는 지중해이리응애로서 방제가 곤란하고 칠레이

리응애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칠레이리응애는 점박이응

애 알을 하루에 평균 30.1개를 포식하는(Malais and Ravensberg, 

2003) 우수한 천적이지만, 먹이가 없으면 동족간 포식으로 밀도

가 낮아지고(McMurtry, 1982), 온도 27℃에서 습도 40%이면 알 

부화율이 7.5%로 낮아지는(Stenseth, 1979) 약점이 있다.

차먼지응애는 노지재배보다는 시설재배에서 주로 발생하며 

고추의 생장점을 가해하므로 성장이 멈추는 심한 피해를 준다

(Cho et al., 1996). 그러나 충의 크기가 0.2 mm내외로 매우 작아 

피해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렵다. 최초 피해증상

이 발견된 5월 30일 지중해이리응애의 방사량을 1차 방사(5월 

11일) 보다 배량 증가시켜 차먼지응애의 발생 3지점에 전체 포

장 방사량의 약 30%를 집중 방사함으로써 방사 12일 후에 완전

히 방제할 수 있었다. 지중해이리응애에 의한 차먼지응애 방제

효과는 피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van Maanen et al., 2010). 

또한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내 25℃의 항온

기에서 지중해이리응애가 차먼지응애를 어느 정도 포식하는지 

확인한 결과, 차먼지응애 휴지기약충과 성충을 하루에 각각 

26.1 마리와 6.9 마리를 포식하였으며, 움직이지 않는 충을 더 많

이 먹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 가운데 천적의 효과가 우수하였던 시험내용을 

요약하면, 진딧물 천적으로 진디벌 뱅커플랜트를 정식 후 660 

m
2
 당 3포트를 포장에 이식하고 콜레마니진디벌을 진딧물 발생 

시부터 2회에 걸쳐 m
2
 당 약 2.3 마리를 방사하여 작기 동안 진딧

물 밀도를 잎 당 0.2 마리 이내로 억제시켰다. 총채벌레 천적으로 

미끌애꽃노린재를 고추 정식 약 2개월 후부터 2회에 걸쳐 m
2
 당 

약 3.0 마리 방사로 작기 동안 총채벌레를 꽃 당 0.2 마리 이내로 

억제시켰다. 담배가루이, 차응애, 차먼지응애는 지중해이리응

애를 이용하였으며, 고추 정식 후 약 2개월 후부터 2회에 걸쳐 m
2
 

당 113.7 마리를 방사하여 작기 동안 담배가루이 밀도를 황색트

랩 당 171.0 마리 이내, 차응애 밀도를 잎 당 0.8마리 이내로 억제

시켰고, 차먼지응애는 방사 12일 만에 완전히 방제 되었다. 

본 연구에서 4종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투입한 천적비용

은 m
2
 당 진디벌 뱅커플랜트 113.6원, 콜레마니진디벌 92.0

원, 미끌애꽃노린재 242.4원, 지중해이리응애 181.8원으로 

총 629.8원이며, 비닐하우스 동당(660 m
2
)으로 산출하면 42

만원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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