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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In organic agriculture, various cover 
crops have been used to control wee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uppressive effects of Vicia tetrasperma 
(L.) Schred (Eolchigi wandu) on the occurrence of major 
insect pests and their natural enemies in pepper. 
METHODS AND RESULTS: To estimate the effect of 
cover-crop on arthropod diversities and occurrences of 
insect pest in pepper. V. tetrasperma was sowed as 
cover-crop plot October, 2008 and 2009. Control plot was 
kept bare in winter season and mulched with black 
plastic-film before transplanting red pepper seedlings. 
Pepper seedlings, Capsicum annuum, were transplanted on 
the 19th of May, 2009 and on the 20th of May, 2010, 
respectively. Five Yellow sticky traps were set and changed 
at 7 days interval. Densities of aphids and thrips and 
damaged fruit rates by oriental tobacco budworm, 
Helicoverpa assulta, were counted.
CONCLUSION(S): Populations of aphids, thrips and 
braconid wasps were maintained high on V. tatrasperma 

before transplanting pepper seedlings and in early season of 
pepper. However, the densities of aphids on pepper in the 
control plot were much higher than in the cover-crop plot in 
the early stage of pepper. Damaged fruit rates by both of 
thrips and oriental tobacco budworm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experimental plots.

Key Words: Cover-crop, Insect pest, Pepper, Vicia 
tetrasperma

서  론

유기농업은 농업생태계의 건강증진, 생물 종의 다양성 유

지, 생물순환 및 생물활동 증진을 위한 총체적 농업체계로 정

의된다(Jee et al., 2011). 이를 위하여 유기농업에서는 화학

비료, 유기합성농약 등을 포함한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

용하지 않고 유기물, 자연광물, 미생물 등 물리적⋅생물적으

로 제조된 자재만을 사용한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건강을 중요시 하는 농산물 소비패

턴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요성 증가로 유기농업의 

수요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IFOAM, 2011). 국내에서

도 지난 10년간 유기농업 생산면적은 19,312ha 까지 증가하

여 2010년에는 전체 농가에 한 유기재배 농가의 비율이 

0.9%에 이르렀다(Kim et al., 2012).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친환

경적 농작물 재배기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식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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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 해충 병원성 미생물, 천적, 해충 유살트랩 등의 기술개

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삼, 제충국, 멀구슬나

무 등의 식물추출물은 진딧물(Kim et al., 2009), 나방류

(Kim et al, 2009; Whang et al, 2009), 가루이류(Kim et 
al., 2012) 등에 하여 높은 살충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고, 친환경농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식용유와 계

란 노른자를 혼합한 난황유가 개발되어(Park et al., 2008) 
미소 해충방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업은 생태계와 물질 순환을 바탕으로 생태

계 안에서 모방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유기농업 생태

의 원칙(Luttikholt, 2007)에 적합한 생태적 해충관리 방법에 

한 연구결과는 상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복

작물, 동반 작물을 작물과 함께 심거나, 다양한 작물을 혼작, 
윤작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경지 내 피

복식물 또는 동반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농업생태계 식생다양

성 증가에 따른 곤충 개체군 및 군집상의 변화에 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단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보다 

여러 작물을 재배하였을 때 천적의 밀도가 훨씬 더 높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Andow, 1991; Landis et al.,2000). Bugg와 

Waddington(1994)은 피복작물 재배 및 초생재배가 포식성 

또는 기생성 천적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진딧물, 총채벌레와 

같은 다식성 해충을 유인하여 해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실제로 사과원에서 제초제를 처리했을 때 보다 수관

하부까지 잡초를 키운 후 예초하였을 때 응애, 사과굴나방 등

의 밀도가 낮고 천적류의 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Kim et 
al., 1995).

국내에서는 고추 재배 시 잡초방제의 목적으로 얼치기완두 

등 나비나물속의 피복식물이 선발되었다(Cho et al, 2011a; 
Cho et al, 2011b). 본 연구는 고추 재배 시 얼치기완두의 피

복재배가 고추 주요해충 및 천적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하

여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포장 조성

본 시험은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 위치한 포장에서 얼치

기완두 피복처리구와 조처리구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얼
치기완두 피복처리구는 2008년과 2009년 10월 파종하여 월

동 후 이듬해에 얼치기완두로 피복된 지표면에 무경운 상태

로 고추를 정식하였다. 조구는 비닐피복처리구로서, 동절기

에는 무피복 상태로 유지하였으며, 고추 정식 시 경운 후 흑

색비닐로 피복하였다. 고추는 2009년에는 5월 19일에, 2010
년에는 5월 20일에 각각 정식하였다. 

고추 정식 전⋅후 절지동물상 조사 

고추 정식 전, 후의 곤충상 변화를 처리구 간에 비교하기 

위하여, 황색점착트랩(10 cm*14.8cm)을 얼치기완두 피복 포

장과 조구 포장에 지상으로부터 50 cm 위치에 5개씩 설치

하고 7일 간격으로 교체하였다. 황색점착트랩에 채집된 곤충

은 실내에서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고추 주요 해충 발생 및 피해조사

고추 정식 이후 고추 주요해충인 진딧물, 총채벌레의 밀도

와 담배나방,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과율을 조사하였다. 진딧

물의 밀도는 상⋅중⋅하엽 각 1엽씩 선발하여 총 개체수를 

세었다. 2009년에는 6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2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2010년에는 6월 8일부터 8월 25
일까지 4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총채벌레는 주로 꽃에 분포하

여 과실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므로 꽃을 수거하여 총채벌레

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 간격으로 처리 당 100개의 꽃을 채집하였으며, 
채집 과정에서 총채벌레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에틸 알콜이 

든 20 ml 유리병을 꽃 바로 아래 받힌 후 손으로 꽃을 절단

하여 채집하였다. 채집된 꽃에 존재하는 총채벌레의 밀도는 

실체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고추 과실이 달리기 시작하는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7

일 간격으로 담배나방 및 총채벌레 피해과율을 조사하였다. 
피해과수는 주당 피해 받은 과수를 10주씩 4반복으로 조사하

였다. 피해과율은 피해 받은 과수에 총과수를 나누는 방법으

로 계산하였다. 
처리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는 T-test를 

이용하여 P <0.05의 범위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SAS 
institute, 2006).

결과 및 고찰

고추 정식 전⋅후 절지동물상 조사 

절지동물은 얼치기완두 피복 처리구에서 총 37,721 개체

가 채집되었고 조구에서는 총 27,899 개체가 채집되었다. 
두 처리구에서 노린재목과 파리목이 가장 많이 채집되었으나, 
처리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노린재목, P= 0.7539; 
파리목, P= 0.0757). 채집된 분류군 중 천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딱정벌레목(P= 0.0013)과 벌목(P= 0.0039)은 얼치기완

두 피복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추 해충인 

만총채벌레와 꽃노랑총채벌레가 속해 있는 총채벌레목이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높게 채집되었다(P= 0.0062)(표 

1). 시기별로 두 처리구에서 채집된 총 개체수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더 많은 절지동물이 

채집되었으며(5월 4일, P= 0.0015; 5월 12일, P= 0.0007; 5
월 26일, P= 0.0421; 6월 3일, P= 0.0278; 6월 10일, P= 
0.0148; 6월 17일, P= 0.0141), 6월 24일과 7월9일 채집된 

절지동물 개체수는 처리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6
월 24일, P= 0.1081; 7월 9일, P= 0.2235). 이러한 결과는 얼

치기완두의 월동 피복이 이른 봄 농경지에서 천적과 해충을 

포함한 절지동물의 밀도를 높게 유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Varchola 와 Dunn(1999)은 지표면의 토양온도, 토양 피복, 
습도와 같은 환경은 딱정벌레류의 풍부도에 영향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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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실제로 얼치기완두 피복은 무피복에 비교하여 겨울철 

토양 중 온도 편차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Fig. 1.) 얼치

기완두 피복에 의한 보온 효과가 월동개체군 밀도를 증가시

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Order
No. individuals/trap

Cover crop plot Control plot

Araneae 24.4±6.0 a 14.0±4.1 a

Lepidoptera 2.4±1.3 a 2.8±1.5 a

Hemiptera 2433.4±185.1 a 2386.4±135.0 a 

Coleoptera 150.2±12.5 a 102.8±9.3 b

Orthoptera 1.4±0.8 a 0.6±0.4 a

Hymenoptera 168.2±25.3 a 81.0±8.0 b

Odonata 0.2±0.3 a 0.0±0.0 a

Thysanoptera 2759.0±463.1 a 1292.0±113.0 b

Diptera 2002.4±159.9 a 1699.2±172.2 a

Neuroptera 2.6±1.5 a 1.0±0.5 a

In a row, means followed by a common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95% level by T-test

Table 1. Occurrence of arthropods caught by yellow stick
traps in cover crop, Vicia tetrasperma, and control plots
in 2009

Fig. 1. Soil temperatures in cover crop, Vicia tatrasperma,
plot and control plot during winter season in 2009

고추 정식 전, 후 황색점착트랩에 채집된 고추 주요 해충

의 개체수를 비교한 결과, 진딧물 유시충이 고추 정식 직후에

는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

나, 고추가 생장하면서 조구에서 진딧물 유시충이 더 많이 

유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a)). 한편 총채벌레류는 

조사 전 기간에 걸쳐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높게 발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b)). 총채벌레 특히 꽃노랑총

채벌레와 만총채벌레는 vicia 속 식물이 기주범위에 속하므

로(Buggs, 1991) 얼치기완두 피복재배는 총채벌레 류의 서식

처로 제공되어 높은 밀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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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arthropods(Mean±SE) caught in 
cover-crop, Vicia tatrasperma, plot and control plot in
2009 (Asterisk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t 95% level).

주요 천적군인 거미, 무당벌레, 고치벌, 풀잠자리의 시기별 

변동을 비교해 본 결과, 거미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7월 9일 얼치기완두처리구에서 거미의 발생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a)). 무당벌레의 경우 두 

처리구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고추 정식 이후 얼치기

완두 처리구에서 무당벌레의 밀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b)). 무당벌레는 이동성이 높은 천적으로, 진딧물의 

밀도에 따라 군집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Ives et 
al., 1993) 고추 정식 이후, 조처리구에서 진딧물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무당벌레의 밀도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할 점은 진딧물 및 담배나방의 천적이 속해있는 고치

벌류는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전 기간에 걸쳐 상당히 

높은 밀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c)). 이
러한 결과는 우선 초봄 고치벌의 먹이곤충의 밀도가 나지 상

태의 조구 보다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더 높아 고치

벌의 증식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가 시작된 5월 

초 얼치기완두가 개화하여 고치벌 성충에게 꿀, 화분 등 을 

공급하여 고치벌류의 밀도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먹이 곤충 이외에 식물 꿀, 화분 등의 공급은 고치벌

류 성충에게 수명 증가 뿐 만 아니라 산란수 증가, 이동성 증

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Hagley 
and Barber,1992; Daggen and Gurr, 1998). 풀잠자리류

는 두 처리구 모두에서 낮은 수의 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처리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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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pulations (Mean±SE) of aphids (a) and thrips (b) in cover crop, Vicia tatrasperma, plot and control
plot in 2009 (Asterisk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t 9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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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pulations (Mean±SE) of spiders (a), lady beetles (b), braconid wasps (c), and lace wings (d) in cover
crop, Vicia tatrasperma, plot and control plot in 2009 (Asterisk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t 9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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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주요 해충 발생 및 피해조사

2년 동안의 처리구별 진딧물 발생양상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 5). 고추 생육 초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진딧

물의 발생이 적었으며, 감자수염진딧물, 목화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 등 3종이 발생하였다. 고추 생육 초기에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진딧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데 비하여 겨울 

동안 나지상태로 유지되다가 고추 정식 시 비닐피복 처리한 

조구에서는 2008년에는 잎당 60마리 이상의 진딧물이 발생

하였으며, 2009년에는 잎당 100마리 이상의 진딧물이 발생하

였다. 반면 얼치기완두 피복은 초기 진딧물 밀도 증가를 유의

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를 피복재배한 브로콜리에서 복숭아혹진딧물 밀도

가 유의하게 낮았던 Costello 와 Altieri(1995)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고추에서 피해를 주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고추모틀바이러스(PepMoV), 토마토모자이크바이러스(ToMV), 
잠두위조바이러스(BBWV) 등의 바이러스병은 진딧물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4; Choi et al., 
2005). 또한 식물 바이러스의 경우 생육 초기에 바이러스 감

염에 한 감수성이 높고 성숙하면서 바이러스에 한 저항성이 

생기는 성숙식물저항성(mature-plant resistance)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Smit and Parlevliet, 1990), 이러한 현상

은 고추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Garcia-Ruiz and Murphy, 
2001). 따라서 초기 얼치기완두 피복재배에 의한 진딧물의 발

생 억제는 바이러스 발생억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

다. 2009년에는 8월 이후 두 처리구에서 진딧물이 모두 발생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8월 

진딧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조구에서 진딧물의 밀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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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fferences of aphid density (mean±SE) in cover crop, Vicia tatrasperma, plot and control plot in 
2009(a) and 2010(b) (Asterisk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t 9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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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fferences in density (mean±SE) of thrips in a flower (a) and damaged pepper fruits ratio 
(mean±SE) by thrips (b) in cover crop, Vicia tatrasperma, plot and control plot in 2009 (Asterisk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test at 9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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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of damaged pepper fruits ratio (mean±SE)
by Helicoverpa assulta 

고추 정식 이후부터 7월 중순까지 꽃 수거를 통하여 총채

벌레 밀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6월 18일 조사 시 꽃 당 총채

벌레의 밀도는 조구에서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 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Fig. 6(A)),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구에서 총채벌레의 밀도는 감소하였다. 반면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는 총채벌레의 밀도가 일정한 경향을 보여 7
월 초에는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에서 총채벌레의 밀도가 

초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ig. 6(a)). 그러나 총채벌레에 

의한 고추 피해과율은 얼치기완두 처리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소 높게 나타났으나 처리간의 유의성은 없었다(Fig. 6(b)).
고추의 주요 해충인 꽃노랑총채벌레는 복숭아 과수원에서 

지상 1m 까지 활발하게 이동하고 2m 높이에 설치된 점착트

랩에서 채집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어(Pearsall, 2001), 얼치

기완두에서 증식된 총채벌레가 고추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얼치기완두와 고추 간의 총채벌레 이동양상 및 기주선호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담배나방의 피해과율은 두 처리구 모두에서 8% 미만으로 

낮게 발생했으며 고추 생육 초기를 제외하고 조구에서 담

배나방에 의한 피해과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7).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얼치기완두 피복처리구와 조구

에서 절지동물 발생 및 주요 해충 발생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치기완두 피복은 고추 재배 초기 진딧물 억제

에 탁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유기농업에서 

노지고추 재배 시 진딧물 예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생각된다. 하지만 얼치기완두는 국내 자생 잡초로 종자의 상

업적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자의 수급이 어렵다는 단점

이 있어 얼치기완두 이외에 쉽게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피

복식물 자원에 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얼치기

완두 피복재배시 절지동물상 특히 천적의 발생과 진딧물 억

제 간의 상호작용 기작과 총채벌레의 얼치기완두와 고추 사

이의 이동 및 행동반응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얼치기완두 피복재배가 고추 주요 해충 및 천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황색점착트랩을 이용하여 절지동물

군의 발생을 조사하였으며, 고추에서 발생한 진딧물과 총채벌

레의 밀도, 그리고 총채벌레와 담배나방에 의한 피해를 조사

하였다. 황색점착트랩을 이용한 조사 결과, 고추 정식 전과 

재배 초기에 얼치기완두에서 고치벌, 진딧물 유시충, 총채벌

레가 밀도가 높았다. 하지만 얼치기완두 피복재배구의 고추에

서는 진딧물류가 유의하게 낮게 발생하였으며, 총채벌레류와 

담배나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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