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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enty-two families and 39 species of insect pests were surveyed on five families and 20 species of greenhouse vegetables

in Jeonbuk province. The species of insect pests and the families of plants infested were seven families and 10 species on 

Chenophodiaceae, 16 families and 25 species on Brassicaceae, nine families and 10 species on Apiaceae, six families seven species 

on Liliaceae, and 13 families and 29 species on Compositae. Spodoptera exigua Hübner and Spodoptera litura Fabricius occurred on all 

vegetables. Additionally, Frankliniella intonsa Trybom, 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wood, Myzus persicae Sulzer, and Phytomyza horticola

Goureau occurred on all vegetables except Liliaceae(Allium tuberosum Rottl. and Allium fistulosum L.). Thirteen species of insect pests 

including Hymenia recurvalis Fabricius occurred only one vegetables, indicating that they were monophagous. The main insect pests of

Chenophodiaceae were M. persicae, H. recurvalis, S. exigua and S. litura whereas Dolycoris baccarum Linné, 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wood, Trichoplusia ni Hübner, and P. horticola were not recorded. On Brassicaceae were Brevicoyne brassicae Linné, M. persicae, 

Phaedon brassicae Baly, Phyllotreta striolata Fabricius, Plutella xylostella Linné, Hellula undalis  Fabricius, S. litura, Pieris rapae Linné,

Artogeia rapae Linné, and Athalia rosae ruficornis Jakovlev, but six species including Frankliniella intonsa Trybom were not recorded. The

degree of damage by insect pests on Apiaceae was low, five species including Tetranychus kanzawai kishida, F. intonsa, T. vaporariorum, 

S. litura, and P. horticola were not recorded. The main insect pests on Liliaceae were Thyatira tabaci Lindeman, Acrolepiopsis sapporensis

Matsumura, S. exigua, and Liriomyza chinensis Kato. The damage to Compositae by insect pests was relatively low except that of S. 

li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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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북지역에서 재배되는 시설 채소류 5과 20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해충 종류 및 발생양상을 조사한 결과 총 22과 39종의 해충이 발생하였

다. 명아주과에서는 대만총채벌레 등 7과 10종, 십자화과는 16과 25종, 미나리과는 9과 10종, 백합과는 6과 7종, 국화과는 13과 21종의 해충이 

조사되었다.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5개 과의 채소 모두에서 발생하였고, 대만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복숭아혹진딧물, 완두굴파리는 백합

과(파, 부추)를 제외한 4개과 채소에서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흰띠명나방을 포함한 13종의 해충은 각각 1개과의 채소에서

만 발생하였다. 명아주과에서는 복숭아혹진딧물과 흰띠명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4종이 주요해충이었으며, 알락수염노린재, 온실가루

이, 완두굴파리, 양배추은무늬밤나방 4종은 미기록해충이었다. 배추과에서는 양배추가루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 좁은가슴잎벌레, 배추벼룩잎

벌레, 배추좀나방, 배추순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배추흰나비, 무잎벌 9종에 의한 피해가 컸고, 대만총채벌레를 포함한 6종은 미기록 해충이었다. 

미나리과에서는 해충 발생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았으며, 차응애, 대만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담배거세미나방, 완두굴파리는 미기록 해충이다. 

백합과 주요해충은 파총채벌레, 파좀나방, 파밤나방, 파굴파리 4종이었다. 국화과에서는 담배거세미나방을 제외하고 피해가 큰 해충은 없었다.

검색어: 시설채소, 해충, 명아주과, 배추과, 미나리과, 백합과, 국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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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greenhouse vegetables investigated in 2006-2008

Family Target plants

Chenopodiaceae

Beet(Beta vulgaris L.)

Newbeet(Beta vulgaris L. var. rapa Dumo)

Red leaf beet(Beta vulgaris L. var. flavescens DC.)

Brassicaceae

Leaf broccoli(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var italiano L.)

Red leaf mustard(Brassica juncea L.)

Vitamin(Brassica campestris var. narinosa L.)

Apiaceae

Acutilobed angelicae(Angelicae acutilobae Radix)

Angelica(Angelica Utilis Makino)

Celeri(Apium graveolens var. dulce L. )

Liliaceae
Chives(Allium tuberosum Rottl.)

Green onion(Allium fistulosum L.)

Compositae
Chicory(Cichorium endivia L.) 2 species

Lettuce(Lactuca sativa L.) 7 species

우리나라 채소 시설재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였고, 

재배면적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39,994 ha에서 90,627 ha

로 3배정도 늘었지만, 2000년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10년 

66,382 ha를 차지하고 있다(MFAFF, 2010). 그러나, 채소는 작

물의 종류와 품종이 많고 재배양식도 어느 작물보다 다양화되

어 있어 거의 연중 재배될 뿐만 아니라, 재배지의 단지화에 따른 

계속된 연작재배로 해충의 발생 및 번식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 

많은 종류의 해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채소해충의 종류는 14목 86과 

318종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채소는 노지채소에 비하여 발생

하는 종이 적지만, 진딧물류(aphids), 응애류(mites), 총채벌레

류(thrips), 온실가루이(greenhouse white fly) 등 발육기간이 

짧고, 번식력이 왕성하며 연간 발생세대수가 많은 해충들에 의

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Lee et al., 2000; Paik et al., 

2009). 해충의 발생상도 과거에는 배추흰나비(Artogeia rapae 

Linné), 거세미나방류(Agrotis segetum)나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Linné) 등의 나비목해충과 진딧물을 비롯한 배추벼

룩잎벌레(Phyllotreta striolata Fabriocus) 등이 주요해충이었

으나, 채소류가 고소득작물로 부상함에 따라 생산량증대와 품

질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로 약제저항성 유발에 의

한 약효저하와 천적류의 감소, 친환경 유기재배와 같은 작부체

계의 변천에 따른 잠재해충의 주요 해충화 등으로 인해, 과거에

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Sulzer), 

싸리수염진딧물(Acyrthosiphon solani Kaltenbach)을 비롯한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배추좀

나방(Plutella xylostella Linné), 달팽이류(snails), 파밤나방

(Spodoptera exigua Hübner) 등 난방제 해충들이 신문제 해충

으로 등장하여 해충방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Jeon & Kim, 2006; Lim et al., 2007; Paik et al., 2009; Seo et 

al., 2009). 

특히 채소류는 해충의 가해에 의한 수량감소는 물론 품질저

하가 상품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주로 생식을 하기 때

문에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기술이 절실하지만, 최근 재배가 늘

고 있는 쌈채류 등 다양한 채소류에 대한 발생해충 종류 및 발

생양상에 대한 연구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지역 친환경 유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채

소류에 발생하는 해충종류와 발생양상을 조사하고, 친환경 해

충 방제기술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포장 선정 및 시험구 조성

작물별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익산

과 김제지역 시설엽채류 친환경 유기재배 농가 3개소와 전북 

익산시 소재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을 대상으로 조사포장을 선

정하였다. 농가 포장은 대부분 단동하우스 한 동에 1~2작물을 

재배하고 있었고, 많으면 3작물 정도를 재배하면서 농가당 많

으면 7~10개정도의 단동하우스와 1~2개 정도의 3연동 하우스

를 운영하는 대규모 농가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 상당한 

고소득 재배농가 형태였다.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은 3연동 비

닐하우스(25×40 m; 1,000 m
2
)내에 두둑(이랑 120 cm, 고랑 60 

cm)을 만들고, 실제 농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명아주과

(Chenopodiaceae) 적근대(Beta vulgaris L.), 비트(Beta vulgaris 

L.), 뉴비트(Beta vulgaris L. var. rapa Dumo) 등 채소류 5과 20

종의 작물을 직접 심어서 시험구를 조성하고 시험을 수행하였

다(Table 1). 시험구는 작물별 4.8 m
2
(1.2×4 m)씩 난괴법 3반복

하였다. 재배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봄재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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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rrences of insect pests on greenhouse Chenopodiaceae's during 2006-2008

Insect pest

Occurrence and 

damage season*

(Month/day)

Occurred plants** Degree of damages***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A B C A B C A B C

Thripidae 

 Frankliniella intonsa Trybom 6/27~7/12 ○ ○ - + -

Pentatomidae 

 Dolycoris baccarum Linnaeus 6/27, 7/12 ○ - - +

Aleyrodidae 

 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wood 6/7~8/2 ○ +

Aphididae 

 Myzus persicae Sulzer 5/17~7/12

10/11~11/16

○ ○ ○

○

○ ○ ○ ++++

-

+

+

++

-

Pyralidae 

 Hymenia recurvalis Fabricius 7/21~8/12

9/17~11/16 ○ ○ ○ ○ ○ ○

○ ○

○

○

○

+

+++

-

++++

+

+++

Noctuidae 

 Mamestra brassicae Linnaeus 5/26~8/2 ○ ○ ○ ○ ○ ○ ○ ○ ○ + + ++

 Spodoptera exigua Hübner 5/26~7/25

9/17~11/1

○ ○

○

○

○

○

○

○

○

○

○

-

-

+

++

+

+++

 Spodoptera litura Fabricius 6/27~8/2

9/17~11/16 ○ ○ ○ ○

○

○ ○ ○

-

++++

+

+

-

+++

 Trichoplusia ni Hübner 6/7~7/12

9/11~11/16

○

○

○

○

○

○

○ ○ ○ ○ ○ ○

○

+

++

++

-

++

+

Agromyzidae 

 Phytomyza horticola Goureau 6/7~7/12

10/21~11/1

○

○

○

○

○

○

○ ○ ○

○ ○ ○

+

+

+

+

-

+

    * Occurrence and damage season : Initial discovering day ~ last discovering day from different cropping season.
  ** Occurred plants : A: Red leaf beet, B: Beet, C: Newbeet.
*** Degree of damage: 0%[-], < 5%[+], 5~10%[++], 10~20%[+++], 20~30%[++++], >30%[+++++].

월~8월)와 가을재배(9월~11월)로 구분하여 연 2기작 재배로 하

였고, 육묘(트레이 128공) 이식 재배하였으며, 흑색유공비닐을 

피복하고 재식거리는 20×10 cm로 정식(5월 2일, 9월 1일)하였다.

작물별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소장 조사

작물별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

포장을 대상으로 엽채류 생육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육안조사

를 실시하였다. 육안조사는 해충 종류별로 약·성충을 대상으로 

작물별 주당 발생밀도와 피해엽수를 조사한 후 발생한 해충을 

50 ㎖ 튜브와 페트리디쉬, 포충망, 흡충기 등을 이용하여 채집

하여 정밀동정을 실시하였다. 해충의 종 동정을 위하여 성충은 

도감 및 분류표를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며, 알, 유충 및 번데기

는 채집시 발견되었던 기주식물을 먹이로 실내사육(25℃±2℃, 

16:8 LD) 하면서 성충으로 우화시킨 후 동정하였다. 동정이 어려

운 해충은 국립농업과학원 분류전문가에게 동정을 의뢰하였다.

각 해충 발생조사시 작물별 해충 발생밀도 조사와 동시에 작

물별 발생시기, 발생작물, 피해정도 등을 매 조사 때마다 기록

하였다. 발생시기는 3년동안 매년 작기별 초발생일과 마지막 

발견일을 조사하고 3년중 가장 빠른 초발생일과 가장 늦은 마

지막 발견일로 표현하였고, 피해정도는 피해엽률과 주당 발생

밀도를 고려하여 0마리인 경우 0%[-], 1~2마리인 경우에는 

<5%[+], 2~5마리인 경우는 5~10%[++], 5~10마리인 경우에는 

10~20%[+++], 10~20마리인 경우에는 20~30%[++++], 20마

리 이상인 경우에는 >30% [+++++]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명아주과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양상

조사 기간동안 명아주과에서는 밤나방과(Noctuidae) 4종과 

총채벌레과(Thripidae), 노린재과(Pentatomidae), 가루이과

(Aleyrodidae), 진딧물과(Aphididae), 명나방과(Pyralidae), 굴

파리과(Agromyzidae)에서 각 1종 등 총 7과 10종의 해충이 발

견되었다(Table 2). 명아주과 채소 해충으로는 시금치와 근대

에서 섬서구메뚜기(Atractomorpha bedeli Bolibar) 등 16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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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ccurrences of insect pests on greenhouse Brassicaceae's during 2006-2008

Insect pest

Occurrence and 

damage season*

(Month/day)

Occurred plants** Degree of damages***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A B C A B C A B C

Bradybaenidae 

 Acusta despecta Grey 6/4 ○ - - +

Smynthuridae 

 Bourletiella hortensis Fitch 5/16 ○ - - +

Thripidae 

 Frankliniella intonsa Trybom 5/26~7/11

10/22~11/1

○

○

○ ○ ○ ○ -

-

+

+

+

-

Pentatomidae 

 Dolycoris baccarum Linnaeus 6/1~6/27 ○ ○ ○ ○ + + +

 Eurydema rugosa Motschulsky 6/27~7/25

9/22

○

○

○ ○ +

+

-

-

+

-

 Halyomorpha halys Stål 7/21

10/21

○

○

-

-

-

-

+

+

Coreidae 

 Cletus schmidti Kiritshenko 6/7, 6/13 ○ - + -

Migridae 

 Polymerus cognatus Fieber 6/13 ○ - + -

보고 되어 있으나(Choi et al., 1991; Cho, 1986), 알락수염노린

재(Dolycoris baccarum Linné), 온실가루이(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wood), 완두굴파리(Phytomyza horticola 

Gourea), 양배추은무늬밤나방(Trichoplusia ni Hübner) 4종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명아주과 엽채류에서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Trybom)는 2007년, 알락수염노린재(D. baccarum)는 2008년, 

온실가루이(T. vaporariorum)는 2007년 5월~8월 재배에서만 

일시적으로 주당 1~2마리정도 소량 발견되었고, 도둑나방(M. 

brassicae)역시 매년 5~8월 재배에서만 발생하지만 피해는 크

지 않았다.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 등 나머지 6종의 해충

은 3종의 명아주과 식물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경향이며, 흰띠

명나방(Hymenia recurvalis Fabricius)과 파밤나방(S. exigua),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Fabricius)은 주로 9월~11

월 재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복숭아혹진딧

물(M. persicae)과 흰띠명나방(H. recurvalis), 파밤나방(S. 

exigua),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 4종의 해충이 발생정도가 

높고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잎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충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충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5~8월 재배에서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에 의한 피해가 20~30%까지 발생하여 피해를 준적이 

있고, 9월~11월 재배에서는 5~8월에 발생밀도가 극히 적었던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에 의한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였으

며, 심한 경우 잎자루와 엽맥만을 남기고 폭식하는 경향이었다. 

2007년에는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이 발생량이 적었는데 

이는 시설하우스재배 여건상 쉽게 하우스내로 유입되지 못하

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한번 유입되면 대단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들 해충의 대

부분은 잎을 가해하지만, 흰띠명나방(H. recurvalis)은 주로 

9~10월에 발생하며, 잎은 물론이고, 지상으로 돌출된 부위의 

뿌리까지도 가해할 정도로 명아주과 식물을 가장 선호하는 해

충으로 조사되었다. 

배추과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양상

잎브로콜리, 적겨자, 다채 3종의 배추과 작물에서는 밤나방

과 5종, 노린재과 3종, 진딧물과 3종, 잎벌레과(Chrysomelidae) 

2종, 달팽이과(Bradybaenidae), 알톡토기과(Smynthuridae), 

총채벌레과, 허리노린재과(Coreidae), 장님노린재과(Migridae), 

가루이과(Aleyrodidae), 집나방과(Yponomeutidae), 명나방과

(Pyralidae), 흰나비과(Pieridae), 굴파리과(Agromyzidae), 잎

벌과(Tenthredinidae), 바구미과(Curculionidae) 각 1종 등 총 

16과 25종의 해충이 동정되었다(Table 3).

배추과 채소 해충으로는 배추와 배추류에서 사탕수수위축

선충 등 69종이 기록되어 있고, 무와 순무에 50종, 양배추와 꽃

양배추에 38종 등 상당히 많은 해충이 기록되어 있으나(Choi et 

al., 1991; Cho, 1986), 대만총채벌레(F. intonsa), 썩덩나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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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ccurrences of insect pests on greenhouse Brassicaceae's during 2006-2008 (Countinued)

Insect pest

Occurrence and 

damage season*

(Month/day)

Occurred plants** Degree of damages***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A B C A B C A B C

Aleyrodidae 

 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wood 5/26~6/21

9/17~11/14 ○

○ ○

○

○

○ ○

○

○ ○

-

+

+

+

+

+

Aphididae 

 Brevicoryne brassicae Linnaeus 6/7~7/12

9/17~11/16

○

○ ○ ○

○

○

○

○

○ ○

○

++++

++++

++++

++++

++

+++

 Lipaphis erysimi Kaltenbach 5/16~5/26 ○ ○ - - +

 Myzus persicae Sulzer 5/17~7/12

9/17~11/16

○ ○ ○

○

○ ○

○

○

○ ○

○ ++++

++

++

++

++

+

Chrysomelidae 

 Phaedon brassicae Baly 5/22~7/16

9/17~10/22

○ ○

○

○

○

○

○

○

○

○

○

+++

++

++++

+++

++

+++

 Phyllotreta striolata Fabricius 6/7~7/25

9/22~11/16
○

○

○

○

○

○

○

○

○

○

○

○

○

○

○

○

○

++

++

+++

+++

+++

++++

Yponomeutidae 

 Plutella xylostella Leinnaeus 5/17~8/2

9/11~11/17

○

○

○

○

○

○

○

○

○

○

○

○

○

○

○

○

○

○

+++++

+++

+++

++

++++

+++

Pyralidae 

 Hellula undalis Fabricius 7/29

9/11~11/1 ○ ○ ○ ○

○

○ ○ ○ ○

-

++

+

+++++

-

++++

Noctuidae 

 Agrotis segetum Denis et Schiffermüller 7/11

11/4

○

○

-

-

-

-

+

+

 Mamestra brassicae Linnaeus 6/27, 8/2 ○ ○ + - -

 Spodoptera exigua Hübner 7/11~7/21

9/17~11/14 ○ ○ ○

○

○

-

-

-

+

+

++

 Spodoptera litura Fabricius 10/8~11/6 ○ ○ ○ ○ ○ ○ ○ ○ ○ ++ + ++

 Trichoplusia ni Hübner 6/13~6/29

9/13~10/22 ○ ○ ○

○

○

○

○ ○

○

○

-

+

+

+

+

+

Pieridae 

 Artogeia rapae Linnaeus

5/17~8/2

9/11~11/1

○

○

○

○

○

○

○

○

○

○

○

○

○

○

○

○

○

○

+++

++

+

+

++

++

Agromyzidae

 Phytomyza horticola Goureau

5/16~7/12

9/17~11/4

○ ○

○

○ ○ ○ ○

○

○ ○

○

○ ++

+

+

+

+

+

Tenthredinidae 

 Athalia rosae ruficornis Jakovlev

5/16~7/12

9/22~11/4
○

○

○

○

○

○ ○

○

○ ○

○ ○

+++

++

++

++

+++

++

Curculionidae 

 Cheutorhynchus ibukianus Haustache 6/4 ○ - - +

 *,  ***  See Table 2.
 **  Occurred plants : A: Leaf broccoli, B: Red leaf mustard, C: Vitamin.

린재(Halyomorpha halys Stål), 우리가시허리노린재(Cletus 

schmidti Kiritshenko), 각시장님노린재(Polymerus cognatus 

Fieber), 온실가루이(T. vaporariorum), 파밤나방(S. exigua) 6

종은 배추과 채소 해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명주달팽이(Acusta despecta Grey), 알톡토기(Bourletiella 

hortensis Fitch), 알락수염노린재(D. baccarum), 우리가시허

리노린재(C. schmidti), 각시장님노린재(P. cognatus), 무테두

리진딧물(Lipaphis erysimi Kaltenbach), 도둑나방(M. brassicae) 

7종은 매년 발생하지도 않고, 5~8월 재배에서만 발견이 되었는

데, 이와같이 매년 발생하지 않고, 발생밀도도 적은 해충들은 

배추과 채소류가 주기주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것은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과 배추순나

방(Hellula undalis Fabricius)은 주로 7월 하순 이후와 9~11월 

재배에서 발견되었으며, 대만총채벌레(F. intonsa) 등 나머지 

16종의 해충은 재배기간 동안 계속 발견되었다. 

재배작물 모두에서 발견이 된 해충은 대만총채벌레(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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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ccurrences of insect pests on greenhouse Apiaceae's during 2006-2008

Insect pest

Occurrence and 

damage season*

(Month/day)

Occurred plants** Degree of damages***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A B A C A C

Bradybaenidae 

 Acusta despecta Grey 6/27 ○ + - -

Tetranychidae 

 Tetranychus kanzawai kishida 6/8~7/25 ○ ○ ++++ +++ -

Acrididae 

 Atractomorpha bedeli Bolibar 6/8~7/25 ○ ○ + + -

Thripidae

 Frankliniella intonsa Trybom 6/27~7/14 ○ ○ + - -

Aleyrodidae

 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wood 6/8~7/25 ○ - + -

Aphididae

 Aphis gossypii Glover 6/8~7/4 ○ ++ - -

Aphididae 

 Myzus persicae Sulzer 9/27~10/8 ○ - + -

Noctuidae

 Spodoptera exigua Hübner 6/7~7/12

9/17~11/1 ○

○

○ ○

-

+

++

++

-

+

 Spodoptera litura Fabricius 10/22~11/16 ○ ○ + + -

Agromyzidae 

 Phytomyza horticola Goureau 6/7~7/25

9/17~11/1

○ ○

○

○

○

○

○

○ ++

-

++

++

++

++

 *,  ***  See Table 2.
 **  Occurred plants : A: Celeri, B: Angelica, C: Acutilobed angelicae.

intonsa), 온실가루이(T. vaporariorum), 양배추가루진딧물

(Brevicoryne brassicae Linné),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 

좁은가슴잎벌레(Phaedon brassicae Baly), 배추벼룩잎벌레(P. 

striolata), 배추순나방(Hellula undalis Fabricius), 배추좀나방

(P. xylostella), 파밤나방(S. exigua),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 

양배추은무늬밤나방(T. ni), 배추흰나비(Artogeia rapae Linnaeus), 

완두굴파리(P. horticola), 무잎벌(Athalia rosae ruficornis 

Jakovlev) 등 14종이었다. 그 중에서도 양배추가루진딧물(B. 

brassicae),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 좁은가슴잎벌레(P. 

brassicae), 배추벼룩잎벌레(P. striolata), 배추좀나방(P. xylostella), 

배추순나방(H. undalis),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 배추흰나

비(A. rapae), 무잎벌(A. rosae ruficornis) 등 9종은 주요해충으

로 매년 피해가 심하였다. 

특히 5~8월 재배에서 이들 해충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상

품으로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으며, 9~11월 재배에

서는 명아주과 채소류에서와 마찬가지로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에 의한 피해가 컸다. 또한, 배추순나방(H. undalis)은 작

물의 중앙 순부위에 2~3마리가 파고 들어가 주전체가 고사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또한, 진딧물은 3종이 조사되었는데, 양배추가루진딧물(B. 

brassicae)과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에 의한 피해가 컸

고,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같은 해에도 봄에 적게 발생

하면 가을에 많이 발생하였다. 무우테두리진딧물(L. erysimi)

은 상대적으로 발생밀도가 적고, 피해도 적었다. 이는 무우와 

배추를 여름숙주로 하는 진딧물은 전세계적으로 6종이 있으며,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과 무우테두리진딧물(L. erysimi)

이 다발생한다는 보고(Kim et al., 1986; Blackman & Eastop, 

1974)와는 다른 경향이나, 발생환경과 작물이 다르기 때문으

로 추정되며, 봄과 가을의 상대적 발생량이 뒤바뀐다는 것은 유

사하였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잎브로콜리, 적겨자는 복숭아혹

진딧물(M. persicae)에 의한 피해가 큰 것과는 달리 다채의 경

우 양배추가루진딧물(B. brassicae)의 발생이 가장 우점하고 

피해도 큰 반면,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과 무우테두리진

딧물(L. erysimi)에 의한 피해는 적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미나리과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양상

샐러리, 신선초, 일당귀 3종의 미나리과에서 발생하는 해충

종류는 명주달팽이(A. despecta) 등 총 9과 10종으로 발생종류

는 많지 않았고, 발생밀도도 높지 않았다(Table 4). 미나리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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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ccurrences of insect pests on greenhouse Liliaceae's during 2006-2008

Insect pest

Occurrence and 

damage season*

(Month/day)

Occurred plants** Degree of damages***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A B A B A B

Thripidae 

 Thrips tabaci Lindeman 6/7~8/2

9/17~11/1

○

○

○

○

○

○

○

○

○

○

○

○

+++

+++

+++++

++++

+++++

++++

Acrolepiidae

 Acrolepiopsis sapporensis Matsumura 6/23~8/2

9/22~11/16

○

○

○

○

○

○

○

○

○

○

○

○

+

++

++

-

++

+

Pyralidae

 Calamochorus acutellus Eversmann 7/21 ○ ○ - - +

Noctuidae

 Spodoptera exigua Hübner 6/7~7/12

9/27~11/4

○

○

○

○

○

○

○

○

○

○

○

○

+

+

++

+++

+++

++

 Spodoptera litura Fabricius 9/17~11/16 ○ ○ ○ + + -

Pieridae 

 Artogeia rapae Linnaeus 6/23~7/21 ○ ○ - - +

Agromyzidae

 Liriomyza chinensis Kato 6/13~8/2

9/27~11/4

○

○

○

○

○

○

○

○

○

○

○

○

+

++

++

+

++

+

 *,  ***  See Table 2.
 **  Occurred plants : A: Green onion, B: Chives.

소 해충으로는 당근에 35종과 미나리에 7종, 셀러리에 6종이 

기록되어 있지만(Choi et al., 1991; Cho, 1986), 차응애

(Tetranychus kanzawai kishida), 대만총채벌레(F. intonsa), 온

실가루이(T. vaporariorum),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 완두

굴파리(P. horticola)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발생정도는 2006년 신선초와 2007년 일당귀에서 차응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파밤나방(S. exigua)과 완두굴파리(P. horticola)

의 피해가 약간 많은 경향이었다. 파밤나방(S. exigua)은 주로 가

을에 샐러리에서만 발생하였고, 완두굴파리(P. horticola)는 샐

러리와 일당귀에서 작기에 관계없이 발생하였다. 파밤나방(S. 

exigua)은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발생하며, 8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발생량이 많으며, 피해도 많이 나타난

다는 보고(Goh et al., 1991; Kim et al., 1995; Park et al., 1991)

와 유사하였다. 또한, 파밤나방(S. exigua)은 최근 기온상승과 

시설재배지의 확대로 발생세대수가 증가하고 월동가능성이 증

폭되어 해마다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주범위가 광범

위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발생세대가 혼재되어 있어 포장에

서의 방제가 어려운 해충(Ahn et al., 1989; Kim & Kim, 1997; 

Luo et al., 2000)으로 알려져 있다. 

진딧물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봄재배는 신선초에서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Glover), 가을재배에서는 샐러리에

서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이 발생하여 차이가 있었다. 

이와같이 미나리과에서 발생하는 해충의 종류와 발생밀도가 

적고 발생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작물의 종류, 하우스

내 환경조건 등에 의한 생육의 차이 등이 큰 요인으로 생각되지

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하우스 주변의 환경여건과 하우스 내에 

여러 작물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들을 비롯하여 각 해충의 기주

선호성과 관련하여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백합과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양상

백합과 채소 해충으로는 양파와 파에서 36종, 마늘에 8종, 부

추에 1종으로 총 43종이 기록되어 있지만(Choi et al., 1991; 

Cho, 1986), 파와 부추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파총채벌

레(Thrips tabaci Lindeman) 등 6과 7종밖에 발생하지 않아 발

생종류가 극히 적고 한정적이었으며, 매년 비슷한 발생양상으

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하우스 내에서 재배되는 파와 부추

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갈대노랑들명나방(Calamochorus acutellus Eversmann)

과 배추흰나비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연기주로 보여지며, 나

머지 5종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으로 조사되었

다. 파와 부추에서 해충의 발생양상은 큰 차이가 없고 거의 유

사하였다. 

발생정도는 파총채벌레(T. tabaci)를 포함하여 파좀나방

(Acrolepiopsis sapporensis Matsumura), 파밤나방(S. exigua), 

파굴파리(Liriomyza chinensis Kato) 4종에 의하여 방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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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상품으로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해를 나타내었

고, 파총채벌레(T. tabaci)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 이는 대파 

및 쪽파의 잎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13종을 보고하고, 문제되는 

해충은 파총채벌레(T. tabaci), 파굴파리(L. chinensis), 파좀나

방(A. sapporensis), 파밤나방(S. exigua)이며, 특히 파총채벌레

(T. tabaci)의 점유율이 높고,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한 결과

(Goh et al., 1992)와 유사하였다. Ahn et al.(1998) 역시 파에서 

20여종의 해충을 보고하면서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고, 파를 가

해하는 파굴파리(L. chinensis)의 충태별 피해 양상 및 행동에서

도 같은 결과가 언급되어 있다(Choi et al., 2003). 

부추에서는 우리나라 수원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에서 파총

채벌레(T. tabaci)의 분포와 기주범위, 생태에 관하여 언급하면

서, 파총채벌레(T. tabaci) 기주식물은 Allium속 파, 마늘 등 24

종이라고 하였고, 지역간의 분포상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

며, 5월 중순 이후 출현하여 6~8월에 2회의 발생최성기를 보이

고, 9~10월에는 밀도가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는데(Woo et 

al., 1988), 본 조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또한 경기지역에서 파

좀나방(A. sapporensis)의 피해 및 발생생태 연구에서 부추에 대

한 피해엽룰이 6.3~10.9%라는 보고가 있을 뿐(Hong et al., 

1994), 부추에서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파총채벌레(T. tabaci)는 파, 마늘, 양파 등 백합과식물과 감

자, 가지, 고추 등 가지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작물의 잎, 줄기 및 

꽃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기주

범위가 넓고, 주로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어 분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virus를 매개하

는 예가 알려져 있다(Ananthakrishnan, 1971; Edelson et al., 

1986; Zawirska, 1981), 또한 파총채벌레(T. tabaci)의 날개 특징

으로 미루어 비상에 의한 분산이 용이하지 않고, 바람, 작물의 이

전 등 물리적으로 이동과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Miyazaki 

& Kudo, 1986; Lewis, 1973) 하우스내의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대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파, 부추 등 백합과 채

소 재배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해충으로 판단된다.

국화과 발생해충 종류 및 발생양상

국화과에서는 상추 7종과 치커리 2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명주달팽이 등 총 13과 21종이 조사되었고, 봄재배에서 11～

16종, 가을재배에서는 8～10종으로 연도별 발생양상은 크게 다

르지 않았으며, 발생종류는 많지만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을 

제외하고 해충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았다(Table 6). 국화과 채

소 해충으로는 우엉에 46종, 머위에 28종, 상추에 19종이 기록되

어 있고(Choi et al., 1991; Cho, 1986), 농업과학기술원이 수행

한 농작물 병해충 조사사업으로 상추에 19종의 해충을 보고하

였고, 꽃노랑총채벌레(F. occidentalis) 등 6종을 미기록해충으

로 보고하였다(Ahn et al., 1997, 1998). 본 조사와 발생해충은 

비슷하였고, 한편 본 조사에서 확인된 노린재류 4종 중 알락수염

노린재(D. baccarum)는 Ahn et al.(1998)의 조사에서는 보고 되

었으나, 나머지 3종은 보고 되지 않았고, 발견횟수도 1~2회뿐인 

것으로 보아 역시 기록되지 않은 배추흰나비(A. rapae)와 함께 

우연기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맵시밤나방(Cucullia fraterna Butler), 도둑나방(M. 

brassicae), 담배나방(Heliothis assulta Guenée) 등 나방류는 9

종 정도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으나, 집단적으로 폭식을 하는 담

배거세미나방(S. litura)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

았고, 상추의 경우 수시로 잎을 수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

충이 제거되어 수량에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나방류 해충이 발

생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는 제한된 시설하우스 내에서 점박

이응애(Tetranychus urticae Koch), 진딧물류, 완두굴파리(P. 

horticola)와 같은 미소해충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Jeon & Kim (2006)은 친환경 시설상추에서 작기별 주요해충

의 피해와 발생소장 연구에서 8목 11과 16종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 발생과 피해가 많아 가장 문제가 된 해충으로 싸리수염

진딧물(Acyrthosiphon solani Kaltenbach), 꽃노랑총채벌레(F. 

occidentalis), 검은은무늬밤나방(Autographa nigrisigna walker) 

3종으로 피해엽률은 30% 이상이라고 하여 본 조사 결과와 상

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검은은무늬밤나방(A. 

nigrisigna)은 본 조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고, 담배거세미나

방(S. litura)에 의한 피해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아 조사지역의 

차이와 주변 환경 요인의 차이라고 추정되나, 더욱 자세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고찰

이상의 결과에서 전북지역에서 재배되는 시설 채소류 5과 20

종의 작물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총 22과 39종이었다. 이중에서 

파밤나방(S. exigua)과 담배거세미나방(S. litura)은 5개과의 채

소 모두에서 발생하였고, 대만총채벌레(F. intonsa), 온실가루

이(T. vaporariorum), 복숭아혹진딧물(M. persicae), 완두굴파

리(P. horticola)는 백합과(파, 부추)를 제외한 4개과 채소에서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주범위가 넓은 해충으로 판

단되었다. 반면에 동일 하우스내에서 흰띠명나방(H. recurvalis)

은 명아주과 채소에서만 발생하였고, 양배추가루진딧물(B. 

brassicae), 무잎벌(A. rosae), 좁은가슴잎벌레(P. brassicae),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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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ccurrences of insect pests on greenhouse Compositae's during 2006-2008

Insect pest

Occurrence and 

damage season*

(Month/day)

Occurred plants** Degree of damages***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A B A B A B

Bradybaenidae 

 Acusta despecta Grey 7/12 ○ ○ + - +

Tetranychidae 

 Tetranychus urticae Koch 6/8~6/27 ○ ++ - -

Smynthuridae

 Bourletiella hortensis Fitch 5/16~6/4 ○ - - +

Acrididae 

 Atractomorpha bedeli Bolibar 7/4, 7/25 ○ ○ + - +

Thripidae

 Frankliniella intonsa Trybom 6/13~8/2 ○ ○ ○ + + -

Pentatomidae

 Dolycoris baccarum Linnaeus 6/27~7/25 ○ + - -

 Eurydema rugosa Motschulsky 6/8 ○ + - -

Coreidae 

 Cletus schmidti Kiritshenko 6/29 ○ - + -

Lygaeidae 

 Paromius exiguus Distant 6/27, 7/25 ○ ○ + - +

Aleyrodidae

 Trialeurodes vaporariorum Westwood 6/13~7/14

9/17~11/14

○ ○

○

○

○ ○

+

-

+

+

-

+

Aphididae

 Acyrthosiphon solani Kaltenbach 6/7~7/25

9/17~11/16

○

○

○ +

+

-

-

++

_

 Myzus persicae Sulzer 5/26~6/27

9/27~10/8

○ ○ ○ ○ ○ +

-

+

-

+

-

Noctuidae

 Cucullia fraterna Butler 5/17~7/25

9/27~10/8

○ ○ ○ ○

○

+

-

+

-

+

+

 Heliothis armigera Hübner 9/17~10/22 ○ - + -

 Heliothis assulta Guenée 9/17~11/16 ○ + - -

 Mamestra brassicae Linnaeus 5/17~8/2

10/8~11/4

○ ○

○ ○ ○

++

-

-

+

-

+

 Spodoptera exigua Hübner 6/11~6/21 ○ ○ + + -

 Spodoptera litura Fabricius 6/13

9/17~11/16 ○ ○

○

○ ○ ○

-

++++

+

+++

-

+

 Trichoplusia ni Hübner 6/8~8/2

9/5~10/21 ○

○

○

○

○

○

○

○

○

++

+

+

+

+

+

Pieridae 

 Artogeia rapae Linnaeus 6/23, 7/25 ○ ○ + - +

Agromyzidae

 Phytomyza horticola Goureau 6/1~7/21

9/17~11/16

○

○

○ ○

○

○

○

○

○

○ ++

+

++

+

++

+

 *,  ***  See Table 2.
 **  Occurred plants : A: Lettuce, B: Chicory.

추벼룩잎벌레(P. striolata), 배추좀나방(P. xylostella), 배추순

나방(H. undalis), 배추바구미는 배추과 채소에서만 발생하였으

며, 파총채벌레(T. tabaci), 파좀나방(A. sapporensis), 파굴파리

(L. chinensis)는 백합과채소, 싸리수염진딧물(A. solani)과 점박



280   Kor. J. Appl. Entomol. 51(3): 271~280 (2012)

이응애(T. urticae)는 국화과 채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Table 1~6), 이러한 해충들은 기주선호성 또는 기주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더욱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에 기록되어 있는 기주식물

별 해충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고, 본 조사에서도 각 식물별로 기

록되어 있지 않은 해충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기주

식물별 곤충명집 또는 관련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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