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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report three insect pest species of non-astringent persimmon, Pleuroptya chlorophanta, Acria ceramitis, and

Choristoneura longicellana, for the first time from Korea. Larvae of these species were collected from an organic farming persimmon 

orchard in Changwon city, Gyeongnam province, and reared in the laboratory to be identified in 2012. Some information, such as 

collection records, hosts, simpl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cology were introduced for each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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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2년 경남 창원의 농약 무살포 단감원에서 단감 잎을 가해하는 해충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단감 해충으로 기록되지 않은 3종을 채집 

동정하였다. 동정된 종은 몸노랑들명나방, 우묵날개원뿔나방, 사과잎말이나방이었다. 이들의 채집기록, 형태, 기주와 간단한 생태를 조사하여 보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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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감의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재배 면적의 

19.4%(31,339ha)로서 재배 면적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

산량은 감귤에 이어 두 번째인 15.9%(390,820톤)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단감은 떫은 감보다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낮지만, 

복숭아와 비슷한 면적과 생산량을 가지며 전체 과수 대비 면적

은 8.9%(14,299ha), 생산량은 7.0%(171,696톤)이다(KOSIS, 

2011). 

우리나라에서 감 해충에 대한 연구로는 깍지벌레류(Kwon et 

al., 1995), 감관총채벌레(Huh et al., 2006), 매미충류(Hwang et 

al., 2009; Choi et al., 2012), 노린재류(Lee et al., 2002), 복숭아

명나방(Park et al., 2002) 및 애기유리나방(Lee and Park, 2003; 

Yang et al., 2012) 등의 발생 생태, 방제, 페로몬 등에 관한 보고

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감의 해충 종류 조사에 관한 연

구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식물보호학회(Anonymous, 1972)에서 발간된 ‘한국 식

물 병, 해충, 잡초 명감’에는 우리나라의 감 해충(응애를 포함하

여)으로 92종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단감에 대한 피해가 확

인되고 생태 연구가 이루어진 종은 상기의 수 종에 불과하다. 한

편 일본에서는 응애를 포함하여 238종이 감의 해충으로 등재되

어 있다(Anonymous, 200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감 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해충이 조사될 것

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보고하는 3종 나방은 경남 창원의 단감 과수원에 발생

하는 해충 종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집･동정된 종으로서, 외국

에서는 감나무가 기주식물로 보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단감에 대한 피해가 확인되고 종이 동정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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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 lepidopteran species, newly reported as insect pests feeding on non-astringent persimmon leaf. A: a rolled leaf by P. 

chlorophanta larva; B: a P. chlorophanta larva inside the rolled leaf; C: a P. chlorophanta adult; D: A. ceramitis  larva on the backside of a leaf; 
E: a A. ceramitis pupa; F: a A. ceramitis adult male (left) and a female (right); G: a C. longicellana larva damaging leaves; H: a C. longicellana 
pupa; I: a C. longicellana adult.

재료 및 방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단감원에서 2012년 5

월 7일부터 2012년 9월 10일까지 단감(Diospyros kaki) 해충을 

조사하였다. 9월 이후에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잎과 과실이 

거의 다 낙하하여 해충을 조사할 수 없었다. 이 과수원은 농약이

나 유기 농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정과 잡초 관리만 해주

는 과원으로서 면적은 약 1,000 m
2
 정도이다. 조사 단감원 남쪽

으로는 유기 농자재를 사용하는 단감원(약 15,000 m
2
)이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소나무, 낙엽송 등의 침엽수와 너도밤나무, 

도토리나무, 벚나무, 참나무 등의 활엽수가 혼재되어 있는 산이 

접하여 있고, 과원 아래쪽으로는 일반 농가의 텃밭이 접해있다. 

조사 과원의 단감 품종은 부유이며 수령은 15-17년 내외이다. 

조사 기간 동안 단감의 잎, 가지, 과실을 가해하는 나방류 유

충을 채집하여 사육실(25±3 °C, 16L:8D)로 가져와 페트리디쉬

(직경 x 높이: 10 x 4 cm, 뚜껑에 직경 4 cm 크기의 환기구, SPL, 

Korea)에 담아 개체 사육하였다. 페트리디쉬 바닥에 필터페이

퍼를 깔고, 신선한 감나무 잎을 공급하였는데 잎자루를 물에 적

신 솜으로 감싸서 잎의 신선도가 오래 가도록 해주었다. 매일 발

육 상태를 점검하였고, 우화한 성충으로 종을 동정하였다. 우묵

날개원뿔나방의 경우에는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해 성충의 복부

를 KOH 5%용액에서 가온 처리(60℃, 30분)한 후 에틸알콜로 

인편을 제거하고 생식기의 해부검경 과정을 거쳐 영구프레파라

트를 제작하여 분류 · 동정에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몸노랑들명나방 Pleuroptya (=Dichocrocis) chlorophanta 

(Butler) (Lepidoptera: Pyralidae) (Fig. 1. A-C)

잎을 가해하고 있는 유충을 6월에 4마리, 7월에 25마리 채집

하였고 8월부터는 채집하지 않았지만 8월 27일까지도 발견되

었다. 채집된 유충이 곤충 사육실 조건에서 성충으로 우화하기

까지는 10-26일이 소요되었다. 몸노랑들명나방의 날개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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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mm이고, 뒷날개의 외연은 암갈색 띠를 이루는데(Bae, 

2001) 앞날개는 황금색 인편으로 덮혀 있고, 세 개의 검은 색 가

로줄이 뚜렷하다. 

유충은 감 잎의 가장자리를 뒤쪽으로 말고, 실을 분비하여 잎

의 만 부위와 말지 않은 부위의 뒷면을 연결하여 고정하여 둔다. 

그 속에서 섭식을 하고 똥도 그 안에 모아둔다. 유럽에서는 참오

동, 감, 벚나무의 해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Bae, 2001), 일본에

서는 콩, 감, 벚나무, 상수리나무의 해충으로 기재되어 있다

(Anonymous, 2006). 이 곤충의 일반명을 Iwata(1949)는 

persimmon leaf-roller로 기술하였고, Yao and Yang(2009)은 

three striped pyralid라고 기술한 바 있다. (E)-10-hexadecenal가 

성페로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6월과 8월 2회의 발생 최성기가 

있다(Honda and Kimura, 2004).

우리나라에서는 주왕산과 월출산에서 채집된 기록이 있고

(Cho et al., 2010a, b), 내장산에서 수은등으로 조사한 결과 2006

년부터 2009년까지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하였다(Yun et 

al., 2011).

우묵날개원뿔나방 Acria ceramitis (Meyrick) (Lepidoptera: 

Oecophoridae) (Fig. 1. D-F)

잎을 가해하고 있는 유충을 6월 4일에 14마리, 6월 11일에 3

마리, 6월 18일에 3마리, 6월 25일과 7월 30일에 각각 1마리를 

채집하였다. 이들이 성충으로 우화하기까지는 13-27일이 소요

되었다. 

유충은 전체적으로 유백색이며, 보통 잎 뒷면에서 실로 철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엽육을 가해한다. 성충은 날개의 바탕색이 

암회색 내지 암회갈색으로 변이가 있으며 앞날개의 전면 중앙

에 오목하게 잘린 자리가 특징이다(http://www.nature.go.kr). 

본 종은 외부 형태적으로 근연종과 유사하여 성충의 생식기 중 

보다 특징적인 수컷생식기를 해부하여 검경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갈고리(uncus)는 두 갈래이며 수많은 짧은 털로 덮

여 있다. 옆돌기는 작은 타원형이며 짧은 털이 밀생하며 비교적 

짧은 편이다. 파악기의 기부 쪽은 넓은 반면 끝 쪽으로 갈수로 좁

아져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발달되어 있다. 삽입기는 보통 길이

이며 그 안에는 10여개의 짧고 뭉툭한 사정낭침이 들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주로 잎의 뒷면에 붙어서 유충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1 

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하나씩 내며, 실을 분비하여 몸 전체가 

덮일 정도로 그물을 만드는데, 그물 밖에서 안으로 유충이 보일 

정도로 얇은 그물을 만든다. 피해 초기에는 잎 앞면에 구멍 두 개

만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더 커지면 구멍 두 개가 연결되

어 하나의 큰 구멍이 되기도 한다. 

인도의 아삼 지방과 일본에 분포한다(Miyata, 1983). 기주는 

밤나무, 사과나무, 꽃사과나무, 층층나무, 국화의 일종(Gynura 

bicolor), 콩, 감, 자두 등이 알려져 있다(Murakami et al., 2000; 

Anonymous, 2006). 우리나라에서는 신갈나무, 감나무, 소리쟁

이 등에서 관찰된 바가 있으며(Sohn, 2006), 5-9월에 발생한다

고 되어 있으나(RDA-NIHHS; http://www.nature.go.kr; Sohn, 

2006)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성페로몬으로 (E, 

Z)-8, 10-dodecadienal : (E, Z)-8, 10-dodecadienoate (1:1, 1 mg)가 

알려져 있다(Ando et al. 1987).

사과잎말이나방 Choristoneura longicellana (Walsingham) 

(Lepidoptera: Tortricidae) (Fig. 1. G-I)

감잎을 가해하는 사과잎말이나방 유충은 단 1 개체만이 5월 7

일에 채집되었다. 7일 후에 번데기가 되었고, 다시 10일 후에 성

충으로 우화하였다. 

암컷 성충의 날개 개장은 28 mm, 수컷은 24 mm 정도이다

(Byun et al., 2003). 유충은 하얀 실을 분비하여 두 장의 잎을 겹

쳐서 식해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극동 지방에 분포하고, 외국에

서는 기주로서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 산사나무(장

미과), Cerylus heterophyllus, 참나무속 (Quercus sp.), 다릅나무

(콩과) (Kozaki et al., 1984; Byun et al., 2003)로 기록이 되어 있

다. 우리나라에는 신갈나무와 사과나무에서 관찰된 바가 있으

며(Sohn, 2006), 2000년대 사과원의 해충으로 연구가 되었으나

(Choi et al., 2004) 아직 단감해충으로 기록된 바는 없다. 1년 2세

대로 5-6월과 8-9월에 출현하며, 유충 상태로 나무껍질이나 낙

엽 속에서 월동한다(Byun et al., 2003). 성페로몬으로 (Z)-11- 

tetradecaenoate: (E)-11-tetradecaenoate (38.6: 7.9 ng) (Kozaki et 

al., 1984)이 알려져 있다. 

사과잎말이나방은 한 개체만 채집되었으므로 본 조사로는 

단감이 1차 기주인지 2차 기주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외국에

서 감나무가 이 종의 기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감 또는 감의 해충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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