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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yptic mealybug, Pseudococcus cryptus, has been increasingly damaging citrus, particularly those plants

grown in plastic greenhous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seasonal phenology of adult male cryptic 

mealybugs and to determine the timing for control using a sex pheromone trap. Adult males responded to a synthetic sex

pheromone and trap color. An increasing number of males were attracted to the traps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sex

pheromone up to 5 mg. The males occurred annually four times and had three cohorts at a time due to different 

overwintering developmental stages. After overwintering the adult males began to in mid-late April.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number of adult males caught in traps and the mean density per twig of all motile stages except 

first stage nymphs of the cryptic mealybugs. The peak time for the first nymph to occur was estimated from the maximum

attraction time of the males, and the cumulative degree days (DD) was 350 DD, similar with the preovipo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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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들어 하우스재배 감귤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귤애가루깍지벌레에 대해 효율적인 발생예찰과 함께 방제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성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였다. 귤애가루깍지벌레의 수컷 성충은 합성 성페로몬뿐만 아니라 색에도 반응하였

다. 성페로몬의 농도는 5.0 mg까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인력이 높았다.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은 연 4회 발생되고 있었으며, 월동 후 수컷

성충이 처음 발생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4월 중하순이었다. 수컷 성충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제 1세대 발생기인 7월 상중순이었다. 성페로몬트

랩에 유인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은 한 세대 내에서 3회의 발생성기가 나타났으며, 이는 귤애가루깍지벌레가 1～3령 약충으로 월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트랩에 유인된 수컷 성충의 밀도와 나무의 가지당 평균밀도와는 높은 정(+)의 상관을 갖고 있었다. 수컷 성충의 최대 

유인시기를 이용하여 1령 약충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그 적산온도는 산란전 기간과 비슷한 350DD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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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애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ryptus Hempel는 감귤

에 발생하는 주요한 깍지벌레 중 하나로 특히 하우스재배에서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귤애가루깍지벌레는 동남아시아와 

열대 아프리카, 지중해 동중부, 남미, 오세아니아에서 발견되

고 있다(Ben-Dov et al., 2004). 귤애가루깍지벌레는 감귤의 잎

과 열매, 가지 등 모든 부위에서 발생되며(Kim et al., 2000), 피

해는 흡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주로 분비된 감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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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병이 발생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피해가 심

한 경우 그을음이 나무전체를 뒤덮어 잎과 열매가 일찍 떨어지

며(Avidov and Harpaz, 1969), 작은 가지가 말라죽기도 한다.

국내에서 귤애가루깍지벌레에 대한 연구는 온도발육 특성

에 대한 보고(Kim et al., 2008)가 있으나 시기별 발생특성에 대

한 연구는 없다. 또한, 깍지벌레 약충이 연중 발생되고 있어 시

기별 발생특성 구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루깍지벌레류 중 

성페로몬이 밝혀진 것은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Bierl-Leonhardt et al., 1980; Negishi et al., 1980)와 귤가루깍

지벌레, Planococcus citri (Zada et al., 2004), 귤애가루깍지벌

레, Pseudococcus cryptus(Arai et al., 2003), Planococcus 

ficus(Hinkens et al., 2001), Maconellicoccus hirsutus (Zhang 

et al., 2010) 등이 알려져 있다. 귤애가루깍지벌레의 성페로몬

은 Arai(2000)가 처녀 암컷 성충으로부터 공중포집한 성페로

몬을 이용하여 수컷 성충의 유인과 유효농도, 1령 약충 출현기 

예측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후 귤애가루깍지벌레 성페로

몬에 대한 구조식과 합성방법이 밝혀졌다(Arai et al., 2003; 

Nakahata et al., 2003). 그러나 이 합성 성페로몬을 이용한 귤애가

루깍지벌레의 발생특성 등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귤애가루깍지벌레의 합성 성페로몬을 이용

하여 제주지역 무가온 하우스 감귤에서 연중 발생특성을 구명

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수컷 성충의 발생기로부터 약충의 발

생 최성기를 추정하여 효과적인 방제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

이 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귤애가루깍지벌레 성페로몬, [(1R,3R)-3-isopropenyl-2,2-

dimethylcyclobutyl] methyl 3-methyl-3-butenoate은 국립안

동대학교 응용화학과 유기합성연구실(홍용표)에서 Nakahata 

et al.(2003)이 보고한 합성방법을 기초로 합성한 성페로몬을 

이용하였다.

합성 성페로몬의 유인력 검정

합성 성페로몬의 유인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 7～8월

에 걸쳐 제주시 오등동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센터 유리온실에서 수행하였다. 합성 성페로몬을 헥

산(hexane)과 혼합한 용액을 침적시킨 적색 고무격막(rubber 

septum)(Aldrich Chemical Co., USA)을 방출기로 이용하였다. 

성페로몬 농도는 0.1과 0.5, 1.0, 2.0, 5.0 mg으로 희석하여 처리

량별 수컷 성충의 유인력을 비교하였으며, 어떤 용액도 침적시

키지 않은 것을 무처리로 하였다. 평판 백색끈끈이트랩(15 × 10 

cm) 상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방출기를 끼워 감귤나무의 상

단부(지상 130 cm)에 트랩을 설치한 후 3～4일 간격으로 트랩 

위치를 바꾸면서 30일 동안 유인력을 조사하였다. 트랩을 교체

하는 경우에는 랩필름으로 트랩을 감싸고 수거하여 실험실에

서 실체현미경(×10)으로 수컷 성충수를 조사하였다.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색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색과 백색, 황색 끈끈이트랩(Green Agro Tech, Korea)

을 이용하여 2007년 9월에 앞의 시험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으

며, 이 때 성페로몬 처리량은 1.0 mg으로 하였다.

성페로몬의 유인가능 거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잔디밭에 귤

애가루깍지벌레가 충분히 발생된 감귤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두고 

감귤나무로부터 1.0과 2.0, 4.0 m거리에 높이 120 cm로 트랩을 설치

하여 30일간 앞의 시험과 동일하게 2007년 8～9월에 수행하였다.

성페로몬 농도와 트랩 색에 대한 유인력 검정은 분산분석

(PROC ANOVA)을 통해 그 차이를 검정하였다(SAS Institute, 1999).

트랩을 이용한 시기별 발생특성

합성 성페로몬(처리량 : 1.0 mg)을 이용한 시기별 발생특성 

조사는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에 

위치한 유기농재배 무가온 하우스 감귤 3개 포장에서 수행하였

다. 성페로몬트랩(백색, 8.5 × 13 cm)은 약 15 × 15 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트랩수는 조사포장의 면적에 따라 포장당 9～15개

를 설치하였다. 또한 성페로몬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기 

위하여 황색끈끈이트랩(원통형, 지름 7 cm, 높이 15 cm)을 성

페로몬트랩에서 3 m 떨어진 곳에 나무와 접한 곳에 지주를 세

워 120 cm 높이로 설치하여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는 성페로몬

트랩은 3～4일 간격, 황색끈끈이트랩은 7일 간격으로 트랩을 

수거하여 실험실에 가져온 후 실체현미경(× 10)으로 수컷 성충

수를 조사하였다.

수컷 성충 유인과 깍지벌레 발생밀도와의 관계

트랩당 수컷 성충 유인수와 깍지벌레 밀도와의 관계를 조사

하기 위하여 성페로몬과 황색트랩을 설치한 나무의 임의의 10

가지를 선택하여 1령 약충의 발생여부와 2령 약충～성충수를 

2009년 5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7일 간격으로 육안 조사하

였다. 두 트랩에 잡힌 수컷 성충수와 가지당 평균밀도와의 관계

는 조사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후 SAS(SAS Institute, 1999)의 

일반선형회귀모델(PROC GLM)을 이용하여 회귀식의 상수를 

추정하였으며, 상관계수도 함께 계산하였다. 이 관계는 트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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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ttraction of male Pseudococcus cryptus by different sex 
pheromone concentration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error ba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P=0.05.

Fig. 2. Response of male Pseudococcus cryptus to different 
colored sticky traps baited with or without a sex pheromone.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error ba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P=0.05.

유인범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각 트랩설치 나무의 가지당 깍지

벌레 평균밀도와 트랩의 수컷 성충수와의 관계, 트랩을 설치한 

두 나무의 가지당 깍지벌레 평균밀도와 트랩의 수컷 성충수와

의 관계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3～4일 간격으로 조사한 성페로몬트랩에 유인된 귤애가루

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시기별 밀도변동과 적산온도와의 관계

를 삼각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포장의 온도는 두 지역의 

하우스 안에 자동온도측정기(HOBO
Ⓡ

, Onset, USA)를 설치하

여 30분 간격으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때의 발육 최

저온도는 Arai(1996)와 Kim et al.(2008)를 이용하였고, 발육 

최고온도는 30℃ 이상의 온도를 적용하여 깍지벌레 수컷 성충

의 최대발생기의 유효적산온도를 산출하여 발생세대간에 차이

변동이 가장 적은 발육한계 최저-최고온도로 추정하였다. 적산

온도일수(DD)는 일일 최고-최저온도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Ara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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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Tmax와 Tmin은 발육한계 최고와 최저온도를, TH0와 TL0

는 일일 최고와 최저온도를 나타낸다.

2회귀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발육한계 최고-최저온도를 이

용하여 발생세대별 적산온도일수와 한 세대 내에서의 발생성

기에 대한 적산온도일수를 비교하였다. Kim et al.(2008) 온도

발육 자료를 이용하여 수컷 성충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산란전

기간과 알+1령 약충기간을 합산한 적산온도일수로 하였으며, 

그 일수는 약 640DD로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한 발생세대 내 

발생성기를 구분하였으며, 발생성기간 적산온도일수가 250DD

보다 작으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발육한계 최고-최저 온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

사포장별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최대 유인시기와 

깍지벌레 1령과 2령 발생빈도가 가장 많았던 조사시기까지의 

적산온도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결 과

합성 성페로몬의 유인력 검정

합성 성페로몬을 방출기당 0.1과 0.5, 1.0, 2.0, 5.0 mg을 넣

어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유인수를 조사한 결과 처리

량이 많을수록 유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1). 조사한 

농도 중 0.5～2.0 mg 사이에서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인수

가 증가하는 경향이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5,12 =

4.41, P < 0.05). 성페로몬 농도 5.0 mg에서도 귤애가루깍지벌

레 수컷 성충의 유인력은 감소하지 않았다.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세 가지 색에 대한 반응을 조

사한 결과 황색에 더 잘 유인되는 경향이었으나 성페로몬의 장

착여부에 관계없이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성페로

몬 장착 : F2,6 = 0.48, P > 0.1; 성페로몬 미장착 : F2,6 = 0.46, 

P > 0.1).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은 성페로몬 방출기를 설

치한 트랩이 설치하지 않은 것보다 트랩 색에 관계없이 약 3배 더 

유인되고 있어 합성 성페로몬의 유인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2).

성페로몬에 대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유인은 거

리가 가까울수록 잘되었으며(F2,6 = 8.93, P < 0.05), 발생나무

로부터 4 m 떨어진 트랩에는 거의 유인이 되지 않았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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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ttractive response of adult Pseudococcus cryptus males 
at different distances from a citrus tree.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error ba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P=0.05.

Fig. 4. Seasonal fluctuations in male Pseudococcus cryptus caught on a sex pheromone trap (left) and on a yellow-color sticky trap (right). 
(upper: Aewol; middle: Sinchon S; lower: Sinchon K).

트랩을 이용한 시기별 연중 발생특성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하여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시기별 연중 발생특성을 조사한 결과 연 4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제 1회는 약충으로 월동한 후 처음 수컷 성충

이 발생하는 시기로 4월 중순～5월 하순, 제 2회는 6월 중순～7

월 하순, 제 3회는 8월 상순～9월 상순, 제 4회는 9월 하순～11

월 상순이었다.

수컷 성충 유인과 깍지벌레 발생밀도와의 관계

성페로몬트랩에 유인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수

와 트랩을 설치한 나무의 귤애가루깍지벌레 밀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트랩을 설치한 나무의 가지당 평균밀도가 높을수

록 트랩에 잡힌 수컷 성충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었다(Fig. 5). 

트랩을 설치한 나무의 가지당 평균밀도와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 유인수의 선형 회귀식에서 성페로몬트랩과 황색끈

끈이트랩의 결정계수는 각각 0.38과 0.70으로 황색끈끈이트랩

이 더 높았다. 성페로몬트랩과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한 두 나

무의 가지당 평균밀도에 대한 선형회귀식에서 성페로몬트랩과 

황색끈끈이 트랩의 결정계수는 각각 0.46과 0.65로 성페로몬

트랩의 결정계수는 증가한 반면 황색끈끈이트랩은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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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male Pseudococcus cryptus (CMB) caught on the trap and the mean density per twig of all 
motile stages except first nymph stage (upper: sex pheromone trap; lower: yellow-color sticky trap without sex pheromone). The mean 
density per twig in the left and right graph was on each trap placed tree and on both trees, respectively.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the peak date of male Pseudococcus cryptus caught in a sex pheromone trap and of first nymphs appearing 
on tree twigs

Maximum peak date Degree-days (DD)

Trap 1
st 

nymph 2
nd

 nymph 1
st
 nymph 2

nd
 nymph

Aewol 11 May 15 June 29 June 363 495

Jocheon S 30 April 11 June 20 June 365 479

Jocheon K 4 May 11 June 20 June 337 451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male Pseudococcus 
cryptus caught on a sex pheromone trap and degree-days. The 
higher and lower developmental threshold temperatures were 
32.6℃ and 10.9℃, respectively. The temperature was measured 
from April 4 to October 30.

다. 조사한 세 포장에서의 조사자료를 통합한 성페로몬트랩에 

유인된 수컷 성충수와 가지당 평균밀도와의 상관계수는 

0.6318, 황색끈끈이트랩의 수컷 성충수와 가지당 평균밀도와

의 상관계수는 0.8435로 황색끈끈이트랩이 성페로몬트랩보다 

상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세대 내에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한 세대 발생

성기는 3회 나타나고 있었다(Fig. 6). 성페로몬트랩에서 깍지

벌레 수컷 성충의 발생 최성기 사이의 적산온도일수의 변동이 

가장 적었던 발육정지 최고와 최저온도는 각각 32.6℃와 10.

9℃로 추정되었다. 세대내 발생성기 사이의 평균 적산온도일

수는 122DD이었고, 발생 세대간 평균 적산온도는 673DD이었다. 

성페로몬트랩에 유인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최

대 발생기로 부터 1령 약충 최대발생기까지의 적산온도일수를 

계산하였다(Table 1).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최대 발

생일은 4월 30일～5월 11일이었으며, 1령 약충은 6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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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령 약충은 6월 20～29일이었다. 앞에서 추정한 발육한계 

최고-최저 온도를 이용하여 깍지벌레 수컷 성충 최대 발생일로

부터 1령 약충과 2령 약충 발생 최성기까지의 평균 적산온도는 

각각 337～365DD와 431～495DD이었다.

고 찰

 

귤애가루깍지벌레는 주로 하우스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

는 깍지벌레로 연중 모든 발육태가 관찰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재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계유유제의 사용하는 경우 2령 

이상에서는 방제효율이 낮아진다는 점 때문에 방제가 어려워

지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귤애가루깍지벌레의 성페로몬은 단일 성분이며, 암컷 성충 

일일 성페로몬 방출량(female day-equivalents, FDE)의 백분의 

일의 작은 양(0.01 FDE)으로도 유인이 가능하고, 10 FDE로 시

기별 밀도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rai, 2000; 

2002). 본 연구에서는 귤애가루깍지벌레 합성 성페로몬을 방

출기당 0.1 mg의 양으로 처리하였을 때에도 수컷 성충이 유인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페로몬의 양이 많을수록 유인력

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곤충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출기당 1.0 mg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백색과 청색, 황색에 대한 반

응을 조사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황색에 더 많이 

유인되는 경향으로 수컷 성충이 트랩 색에 일정 정도 반응을 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Parlatoria blanchardi의 수컷 성

충은 청색과 백색에 더 많이 유인된다고 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

으나(El-Kareim, 1998), Matsucoccus josephi의 수컷 성충이 

색트랩 간에 차이가 없었다(Mendel et al., 1995)는 것과 는 유

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페로몬 농도시험

에서 무처리에서도 수컷 성충이 유인되었던 것의 한 원인이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하여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을 

연중 조사한 결과 총 4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귤애가

루깍지벌레의 연간 발생세대는 2～3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월동조사에서 주로 2～3령 약충이었지만 모든 발육세대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Kim D.S. and J.H. Song, unpublished 

data).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 

제 4회 이후 발생한 약충이 월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

본에서 Arai(1996)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성페로몬트랩이 귤애가루깍지벌레 발생나무로부터 성페로

몬트랩까지의 거리에 따른 유인력 비교에서 트랩이 나무에 가

까울수록 유인수가 높았다. 이는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

의 비행거리가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귤애가루깍지벌레

가 발생되고 있는 나무에 성페로몬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밀도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트랩은 평판트랩으로 귤애가루깍지벌

레 수컷 성충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도 유인되어 구분에 어려움

이 있었다. 포도에 발생하는 가루깍지벌레류인 Planococcus 

flavus와 Maconellicoccus hirsutus에 대해 성페로몬트랩의 형

태에 따른 유인력을 조사한 결과 각각 델타트랩과 Jackson트랩

이 오염이 적으면서 유인력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Millar et al., 2002; Vitullo et al., 2007). 따라서 귤애가루깍지

벌레에 대해서도 트랩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성페로몬트랩과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한 나무의 귤애가루

깍지벌레의 가지당 평균밀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

페로몬트랩보다 황색끈끈이트랩의 상관정도가 더 높았다. 이

는 성페로몬트랩은 트랩의 설치된 주변나무에서도 수컷 성충

이 유인되지만, 황색끈끈이트랩은 주로 트랩이 설치된 나무에

서 유인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상관계수는 조사포

장의 귤애가루깍지벌레 발생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귤

애가루깍지벌레 발생밀도가 높았던 포장(Jocheon K)에서 성

페로몬트랩과 황색끈끈이트랩의 발생밀도와의 상관계수가 각

각 0.816과 0.859로 비슷하였다. 또한 귤애가루깍지벌레의 밀

도가 가장 낮았던 포장(Aewol)에서는 성페로몬트랩과 황색끈

끈이트랩의 발생밀도와의 상관계수가 각각 0.326과 0.255로 

성페로몬트랩이 더 높은 상관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성페로몬트랩은 깍지벌레 발생밀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

으나 황색끈끈이트랩은 밀도가 낮으면 사용이 어려우며 이용

하는 경우에는 깍지벌레가 발생된 나무에 트랩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은 연 4회 발생최성기가 나타나

고 있었다. 귤애가루깍지벌레는 전 발육태로 월동하는 것이 관

찰되었지만 주로 2～3령 약충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

다(Song, J.H., unpublished data). 이에 관여하는 수컷 성충 발

생시기는 제 4회째 발생기로 9월 하순～10월 중순에 교미하여 

부화한 약충이 주로 월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귤애가루깍지

벌레 수컷 성충이 처음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는 4월 중순이었

으며, 5월 하순까지 트랩에 유인되었다. 한 발생세대 내에서 3

회의 발생성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월동한 약충의 발육정

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발생성기를 발육적산

온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차는 3령 약충, 2차는 2령 약충, 

3차는 1령 약충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그 이

후 발생세대 간에 발육단계가 겹쳐지고 있다. 친환경재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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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유유제가 1～2

령 약충에서 방제효과가 높다(Kim et al., 2008). 따라서 월동 

직후인 2～3월에 기계유유제를 살포하여 1～2령 약충을 방제

하는 것이 귤애가루깍지벌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의 발생시기로부터 적산온도를 

이용하여 1령 약충이 발생하는 시기를 추정한 결과 Kim et 

al.(2008)이 보고한 산란전기간의 발육최저온도 8℃에서의 적

산온도인 322DD와 비슷한 355DD였으며, 이는 Arai(2002)가 

수컷 성충이 유인된 날로부터 1령 약충이 발생한 시기가 산란

전기간과 동일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두 적산온도 간에 차

이가 있었던 것은 발생밀도 조사를 7일 간격으로 하였기 때문

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최고-

최저온도(각각 32.6℃와 10.9℃)를 이용하면 성페로몬트랩에 

귤애가루깍지벌레 수컷 성충 최대 유인시기로부터 깍지벌레 1

령 약충 발생 최성기를 유효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귤애가루깎지벌레 수컷 성충의 성페로몬트

랩에 유인되는 환경적 요인이나 트랩 형태 등에 대한 상세한 연

구가 필요하지만, 합성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귤애가루깍

지벌레의 발생예찰은 물론 방제시기의 결정에도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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