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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ving period and overwinteing site of Scrobipalpa salinella (Zeller) were investigated in Gimje, Jeonbuk, and Shinan, 

Jeonnam in the glasswort field. Densities of Scrobipalpa salinella larvae were started to increase from mid-September in halophytes, such

as Suaeda asparagoides, S. japonica,  and S. maritima, rather than glasswort. S. salinella was overwintering inside the halophytes in old larva.

Density ratio of overwintering S. salinella in Suaeda asparagoides, S. japonica, and S. maritima were 20.5, 28.4 and 51.1%, respectively. 

Overwintering population was highest in S. maritima among halophytes. The occurrence of first adult in the next spring was from April

19 to April 20 in Gimje, Jeonbuk, and Shinan,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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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퉁퉁마디 재배지에서 퉁퉁마디뿔나방 월동유충의 이동시기 및 서식처를 전북 김제와 전남 신안에서 조사하였다. 퉁퉁마디뿔나방 유충은 9

월 중순부터 퉁퉁마디 보다 주변에 있는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과 같은 염생식물에서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염생식물 내부에서 

노령유충으로 월동하였다. 퉁퉁마디뿔나방 월동충의 밀도비율은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각각 20.5, 28.4 및 51.1%로 해홍나물에서 월동하는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월동 후 성충 첫발생시기는 전북 김제지역과 전남 신안지역 모두 4월 19일부터 20일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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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에서 자생하는 염생식물(Halophytes)이 최근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개발되고 있다. 퉁퉁마디(Salicornia europaea 

Linne), 칠면초(Suaeda japonica Makino), 나문재(Suaeda 

asparagoides(Miq.) Makino), 해홍나물(Suaeda maritima(L.) 

Dumort.), 개질경이(Plantago major for. yezomaritima(Koidz.) 

Ohwi) 등 16과 43종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im, 2010). 이 중 퉁퉁마디에 최근 나비목(Lepidoptera) 뿔

나방과(Gelechiidae)에 속하는 퉁퉁마디뿔나방(Scrobipalpa 

salinella(Zeller))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Park and Park, 

2008). 뿔나방과는 국내에 180종이 보고되어 있고(Paek et al., 

2010), 세계적으로 4,600 여종이 알려져 있다(Hodges, 1999). 

퉁퉁마디뿔나방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 지역으로부터 중

앙아시아와 몽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구북구 종

이다(Elsner et al., 1999). 그러나 Park and Park(2008)은 우리나

라 인접국인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등에서는 분포기록이 없고, 

최근 신안군 증도면에서 퉁퉁마디를 가해하는 퉁퉁마디뿔나방

의 피해를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Park and Ponomarenko 

(2006)에 의해 경기도 수리산에서 암컷 한 개체가 처음 보고되

어 분포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던 종이었다. Povolný(2002)

는 퉁퉁마디를 비롯하여 명아주과의 Suaeda속, Spergularia속

과 국화과의 갯개미취(Aster tropolium) 등을 퉁퉁마디뿔나방

의 기주식물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전남 신안군 증도면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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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pulation changes of S. salinella stages moving from hosts to overwintering plants in Gimje, Jeonbuk province, 2010

Date

No. of S. salinella/20 plants

Glasswort Halophytes

Larva Pupa Larva Pupa

Aug. 27 0 2.0 ± 1.41 0 0

 Sep. 9 2.0 ± 0.00 1.5 ± 0.71 0 0

Sep. 16 4.5 ± 0.71 0 2.0 ± 1.41 0

Sep. 29 1.0 ± 0.00 0 3.5 ± 0.71 0

Oct. 20 0 0 7.0 ± 1.41 0

북 김제시 광활면 퉁퉁마디에 발생하는 퉁퉁마디뿔나방의 지역

별 발생생태, 둑에서 거리별 유충밀도 및 피해양상이 보고되었

으나(Paik et al., 2011), 이 해충의 월동 서식처, 이동양상 및 월동 

후 발생동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없어 종합적인 관리에 어

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퉁퉁마디에 피해를 주는 퉁퉁마디뿔나방

의 월동 서식처, 서식처 이동 및 월동 후 발생양상을 조사하여 종

합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장소

퉁퉁마디뿔나방의 월동장소, 이동시기 및 월동 충태를 조사

하기 위해 전북 김제시 광활면과 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퉁퉁마

디 포장에서 1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육안으로 관

찰하였다. 전북 김제시 광활면의 포장은 새만금 간척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발아하여 형성된 곳이며, 전남 신

안군 증도면의 포장은 4월 상순에 종자를 염전에 파종하여 재배

한 곳으로 주변에는 둑을 중심으로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등 

여러 가지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동시기 및 월동 서식처

퉁퉁마디뿔나방의 기주 이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2주일 간격으로 퉁퉁마디와 염생식

물을 각각 손으로 직접 20주씩 2반복으로 채취하여 실험실로 가

져와 유충과 번데기의 밀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퉁퉁마디

뿔나방의 월동처는 2010년 11월 상순부터 2011년 3월 중순까

지 퉁퉁마디 포장 주변에 서식하는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을 

2반복으로 각각 20주씩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충태별 밀도를 육

안으로 조사하였다. 

월동 후 성충 발생시기 

월동 후 성충의 첫 발생시기를 조사하기 위해 2011년과 2012

년 2년 동안 4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전북 김제시 광활면과 전남 

신안군 증도면의 퉁퉁마디 포장에 퉁퉁마디뿔나방 유인용 성페

로몬 트랩을 설치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퉁퉁마디뿔나방 유인

용 페로몬은 Z3-dodecenyl acetate와 Z5-dodecenyl acetate가 

100:5의 비율로 혼합된 헥산(hexane) 용액을 흰색의 고무 셉텀

(septum)(Aldrich Chemical Co., USA)에 침적시켜 제조하였으

며, 이를 델타형 끈끈이 트랩(Green Agro Tech, Korea)의 중앙

에 있는 작은 원통용기에 넣어 야외 포장에 설치하여 이용하였

다. 트랩과 트랩은 10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역별로 각각 4반

복으로 설치하였고, 약 1주일 간격으로 끈끈이 트랩을 지퍼백에 

수거하여 실험실에서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동시기 및 월동 서식처

퉁퉁마디뿔나방 성충은 4월 중순부터 발생되어 9월 하순까

지 4회 발생하며(Paik et al., 2011), 이 시기에 발생한 유충이 퉁

퉁마디를 가해하면서 피해를 주지만 9월 중순부터 퉁퉁마디보

다 다른 염생식물로 이동하였다. 김제지역에서 퉁퉁마디와 염

생식물에 발생한 퉁퉁마디뿔나방의 유충밀도를 보면, 퉁퉁마디

에서 9월 29일 이후 발생이 없었으나 주변 염생식물에서는 9월 

16일부터 유충밀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었다(Table 1). 이

와 같은 결과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중·하순부터 퉁퉁마

디가 딱딱하게 경화되고 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퉁퉁마디

뿔나방 유충이 주변에 남아있는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같은 

염생식물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퉁퉁마

디가 딱딱하게 경화되기 때문에 유충의 먹이로서 적합하지 않

아 다른 염생식물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퉁퉁마디에 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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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Overwintering S. salinella larva in halophytes around the glasswort field. Overwintering site in S. maritima (A) and its fully grown 
larva (B) in December.

Table 2. Population changes of S. salinella stages collected from halophytes in Gimje, Jeonbuk province from 2010 to 2011

Date

No. of overwintering S. salinella/20 plants

S. asparagoides S. japonica S. maritima

Larva Pupa Larva Pupa Larva Pupa

2010  Nov. 2 8.5 ± 0.71 0 9.0 ± 1.41 0 14.0 ± 1.41 0

      Nov. 9 5.0 ± 0.00 0 2.5 ± 0.71 0 8.5 ± 0.71 0

      Nov. 16 3.0 ± 0.00 0 3.0 ± 1.41 0 7.0 ± 0.00 0

      Nov. 23 1.5 ± 0.71 0 3.0 ± 0.00 0 4.5 ± 0.71 0

      Dec. 2 0.5 ± 0.71 0 0.5 ± 0.71 0 1.5 ± 0.71 0

      Dec. 29 0 0 0 0 1.0 ± 0.00 0

2011  Jan. 19 0 0 0 0 0 0

      Feb. 16 0 0 1.0 ± 0.00 0 1.5 ± 0.71 0

      Mar. 8 0 0 5.0 ± 1.41 1.0±1.41 6.5 ± 0.71 0.5 ± 0.71

Total 18.0 (20.5)* 25.0 (28.4) 45.0 (51.1)

* (  ) : Ratio of overwintering S. salinella  population.

시아닌이 많이 형성되어 섭식하기 어려운 것 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1월 상순부터 포장에 남아있는 퉁퉁마디는 

거의 말라있는 상태로 잔존하고, 일부 퉁퉁마디는 빨간색으로 

남아있었으나 퉁퉁마디에서 퉁퉁마디뿔나방의 월동유충을 찾

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간척지나 염전 주변에서 해홍나물, 나문

재 등 염생식물들이 12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생존하여 퉁퉁마

디뿔나방 유충이 이들 내부에서 노령유충으로 월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11월 상순부터 퉁퉁마디 포장 주변에 남아있는 나문재, 칠면

초, 해홍나물에서 퉁퉁마디뿔나방 유충의 밀도 변화를 조사한 결

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나문재에서 11월 2일부터 12월 2일

까지 월동유충이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확인된 개체가 없었

다. 칠면초에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월동유충이 확인되

었고, 이듬해 2월 16일과 3월 8일에 20주 당 각각 1.0, 5.0마리의 

월동유충이 확인되었다. 해홍나물에서는 11월 2일부터 이듬해 3

월 8일까지 퉁퉁마디뿔나방 월동유충이 생존하였다. 한편 3월 8

일부터 칠면초와 해홍나물에서 20주 당 각각 1.0, 0.5마리의 번데

기가 확인되어 월동 후 충태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월 상순부터 이듬해 3월 상순까지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

물에서 퉁퉁마디뿔나방 월동충의 밀도를 비율로 보면, 각각 

20.5, 28.4 및 51.1%로 해홍나물에서 월동하는 개체수가 가장 

많았고, 칠면초, 나문재 순이었다. 그러나 퉁퉁마디뿔나방의 월

동이 가능한 염생식물은 해홍나물과 칠면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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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rst occurrence of S. salinella adults using sex pheromone traps in the glasswort field at Gimje and Shinan areas

Date

No. of S. salinella adult male caught per trap

Gimje Shinan

2011 2012 2011 2012

Apr. 3∼4 0 -
a

0 0

Apr. 10∼11 0 -
a

0 0

Apr. 19∼20 1.3 ± 0.58 -
a

0.7 ± 0.58 1.8 ± 2.22

Apr. 24∼25 24.7 ± 12.66 -
a

15.0 ± 2.00 1.5 ± 1.73
a

 : Not surveyed.

월동 후 성충 발생시기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퉁퉁마디뿔나방의 월동 후 성충 

발생시기를 김제와 신안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2011년과 2012

년 모두 4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첫 번째 성충이 발생하였다

(Table 3). 퉁퉁마디뿔나방은 노령유충으로 월동한 후 3월 상순

경부터 번데기가 발생되는데(Table 2), 이 지역의 3월 평균기온

이 4∼5℃이고, 성충의 첫 발생이 4월 중순으로 조사되어 번데

기 기간은 3월 상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온도와 성충 발생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퉁퉁마디뿔나방의 온도별 발육기간 등 생태

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퉁

퉁마디뿔나방의 발생지역은 바닷가이며 갯벌이라는 지역적 특

수성 때문에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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