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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감귤원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의 공간분포 특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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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ettlement process of Ascotis selenaria larvae into citrus orchards with respect 

to oviposition site and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the larvae. A. selenaria eggs were not found on citrus trees in field 

and green house, but not on citrus trees in the field. A. selenaria larvae showed a significant clump distribution in the greenhouse. In the

open citrus field, the index of dispersion was around 1.0 in most cases, with a weak clumping degree. However, the d-statistic was 

between –1.96 and 1.96, indic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andom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Green’s index (a clumping index) was

very low in all cases, even though the clump distribution was accepted. for most sample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larval frequency

in the field satisfied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of Poisson (random pattern) and the negative binomial (clump pattern)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temporal distribution of the larvae in the open field showed a pattern which was formed by colonizers from

outside oviposition sites. Further, the difference in larval spatial distribution between field and greenhouse orchard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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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산란처와 관련된 유충의 감귤원 내로 정착과정을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노

지와 하우스 모두 감귤나무에서는 알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지화 시설재배 하우스의 방충망에서 발견되었다. 시설재배 부지화에서 네눈쑥가지나

방 유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중분포를 보였다. 온주밀감 노지재배원에서 분산지수(ID)는 전체적으로 1.0내외로 약한 집중 정도를 나타냈

다. 하지만, 검정통계량인 d-값은 대부분 조사일에 -1.96에서 1.96 사이에 있어 임의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중정도를 나타내는 GI 지

수는 전체적으로 낮아 집중정도가 약하였으며, 집중분포로 검정된 경우에도 집중정도는 크지 않았다.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수의 빈도분포는 포아

송(임의분포)과 음이항 분포(집중분포)를 동시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충 공간분포의 시간적 변화는 초기 정착지점에서 분산하는 양

상이 아니라 무작위로 외부로부터 비산하여 새로 정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타 시설과 노지감귤원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유충 공간분포 양상의 차

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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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Citrus spp.)에 발생하는 자나방류 7종 중에서 네눈쑥

가지나방(Ascotis selenaria)이 감귤 과실을 가해하여 연간 약 

4~5%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었다(Choi et al., 

2011b). 외국에서도 네눈쑥가지나방은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커피(Coffea spp.), 차(Thea sinensis), 오렌지(Citrus sinensis), 

레몬(Citrus limon), 사과(Malus spp.), 땅콩(Arachis hypogaea), 

알팔파(Medicago sativa) 등 다양한 작물에 심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ysoki, 1982). 

Abasa(1972)는 네눈쑥가지나방 암컷이 지상에서 약 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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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의 커피나무 줄기에 머물며 산란처는 지상에서 122 cm 이

상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Erichsen and Schoeman 

(1994)는 네눈쑥가지나방 암컷이 아보카도 줄기나 가지의 밀

폐된 장소에 산란한다고 보고하였다. Choi et al. (2011a)도 실

내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암컷이 틈새에만 산란하는 특성을 보

였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감귤원에서 네눈쑥가지나

방의 산란처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특이하게도 네눈쑥가지

나방의 암컷 당 산란수은 1,019~2,955개 범위에서 매우 많지만

(Choi et al., 2011a), 노지 감귤원에서 발견되는 유충 수는 이와 

비례하지 않는다(Choi et al., 2011b). 일반적으로 난괴 상태로 

알을 낳은 곤충의 경우 산란지점을 중심으로 심한 집중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나방의 공간분포를 파악하다면 감귤원에서 

정착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곤충을 포함한 생물의 공간분포(spatial distribution) 양상은 

기본적으로 균일분포(uniform), 임의분포(random), 집중분포

(clumped) 등 3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유의 

분포상은 궁극적으로 생물과 환경 또는 개체와 개체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난다. 더불어 시간적인 공간분포상의 변

화(temporal distribution)에 대한 파악은 개체군의 성장과 분산, 

정착 등 곤충의 생활계를 이해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

(Ludwig and Reynolds, 1998). 생물의 공간분포를 결정하는 방

법으로 분포지수(분산-평균비, Green's index 등), 분포모형 (포

아송분포, 부의 이항분포 등), 회귀모형(Taylor‘s power index 

등), 거리측정법, 기타 지구통계학(geostatistics) 등이 제시되었

다. 회귀모형은 표본조사법의 개발에 필수적이고(Nyrop and 

Binns, 1991), 지구통계학은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로써 지

리적 연속면을 제작하여 지하자원 탐사 등 자원의 공간분포를 

토대로 매장량을 추정하는데(Kitanidis and Vomvoris, 1983) 

유용하게 사용된다. 거리측정법은 두 개체 간의 거리를 기반으

로 독립성을 검정하여 분포양상을 결정한다(Ludwig and 

Reynolds, 1998). 소규모 감귤원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의 

단순한 분포양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 볼 때 

분포지수와 분포모형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눈쑥가지나방의 산란처를 조사하고, 유

충의 분산지수, 집중지수 및 확률빈도분포 등을 분석하여 산란

처에 따른 유충의 감귤원 내로 정착과정을 이해하고자 실시하

였다. 기존자료(Choi et al., 2011b)를 유충의 분산지수, 집중지

수 및 확률빈도분포 등 새로운 측면에서 분석하여 산란처에 따

른 유충의 감귤원 내로 정착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얻고

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산란처 및 유충 조사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Choi et al. (2011b)이 본 연

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로써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네눈쑥가지나방의 감귤원 내 산란여부 및 공간분포를 구명

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하례리 감귤시험장에 있는 노지

온주감귤원(1,200 m
2
)과 부지화(Shiranui : [C. unshiu × C. 

sinenesis] × C. reticulata) 시설재배 하우스(165 m
2
)에서 난괴 

및 유충밀도를 조사하였다. 노지감귤원은 돌담과 삼나무

(Cryptomeria japonica)로 조성된 방풍림으로 둘러싸여 있었

으며, 중앙에 3 m 폭의 소로를 기준으로 20년생 감귤이 3 × 3 m 

재식간격으로 나무가 10열 10~11행으로 양쪽에 배치되어 있

었다. 부지화는 5년생 나무로 총 9주가 2열로 재식간격은 약 3 m 

되도록 교차되어 재식되어 있었다. 

노지 온주감귤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7일 간격

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초와 과실을 육안으로 조사

하였고 발견된 난괴 및 유충을 기록하였다. 유충의 경우 발육단

계별 구분하였고 나무 당 마리수로 나타내었다. 발견된 유충은 

모두 제거(채집)하였으며, 따라서 다음 조사시에 발견되는 유

충은 모두 새로 정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산란처를 조사

하기 위하여 감귤나무줄기 부분도 같이 조사하였다. 부지화 시

설재배원에서 조사는 2007년과 2008년에 노지감귤원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산란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하우스 

시설의 부속물이 포함되었다.

유충의 공간분포 분석

네눈쑥가지나방의 산란처와 관련하여 감귤원으로 정착과정

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충의 공간분포 양식을 분석하였다. 성충

이 난괴상태로 알을 낳기 때문에 감귤나무에 산란한 난괴에서 

유충이 부화하여 분산하는 경우는 심한 집중분포를 나타낼 것

으로 가정하였다. 

분포모형의 적용. 감귤나무 1주를 표본단위로 취급하여 표

본단위 당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수에 따른 표본의 빈도분포를 

구하고,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와 음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에 적합하여 분포양식을 분석하였다. 포

아송분포를 따르는 경우 임의분포, 음이항분포를 따르는 경우 

집중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Ludwig and Reynolds, 1998).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A. selenaria larvae   245

Fig. 1. A. selenaria female laying eggs between tangled threads 
of the net in the citrus greenhouse. 

검정통계량은 -값의 근사치가 되는 ‘(관측치-기대치)
2
/기대

치’의 합으로 구하였고, 자유도는 ‘관측치/기대치 조합수 - 2’에

서 검정하였다(Ludwig and Reynolds, 1998).

분산지수(dispersion index)

 





  (  : 표본평균,  : 표본분산)

표본수가 30 이상인 노지감귤원의 검정통계량은   

  로 구하였으며, 총 발견된 개체수(N)에 따라 

카이스퀘어 값의 근사치를   와 같이 추정하였

다(Ludwig and Reynolds, 1998). Elliott(1973)은 검정통계량 d

가 -1.96에서 1.96 사이에 있는 경우는 임의분포, -1.96보다 작

으면 균일분포, 1.96보다 크면 집중분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Ludwig and Reynolds, 1998). 표본수가 30 이하인 하우스 

부지화 과원에서는 자유도 n-1에서 검정통계량으로 을 이용

하여 검정하였다. 검정통계량 값이 -확률분포표에서 확률

(P) 값 0.975 ~ 0.025 사이에 있으면 임의분포, 0.975보다 큰 확

률 구간에 위치하면 규칙분포, 0.025보다 작은 확률 구간에 위

치하면 집중분포로 판단하였다(Ludwig and Reynolds, 1998). 

Green's index (집중지수)

    (N : 총개체수)

Green(1966)이 제시한 GI는 표본의 크기(n)와 독립적으로 

집단 간의 집중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이 값이 1.0 즉 한 표본에

서 만 모든 개체수가 발견되는 겨우 최대 집중을 나타내고, 0.0

에 근접할수록 임의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Ludwig and 

Reynolds, 1998).

유충 공간분포의 시간적 변화

유충 공간분포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간격으로 채집된 유충 자료를 시간적으로 누적하여 분산양상

을 비교하였다. 성충발생기와 관련된 유충의 분포양상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2011년 1세대 성충 발생기에 한하여 채집된 유

충자료를 이용하였다(6월 1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22일). 즉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세대와 혼합되지 않고 과원으로 정착하

는 유충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과원에 식재된 나무의 행과 

열을 각각 x와 y 좌표로 취급하여 조사 지점(나무)별 유충수를 4

단계(0, 1, 2, 3)로 표준화하여 등고선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결 과

산란처 조사 결과

조사기간 동안 감귤 잎과 과실에서 유충은 발견되었지만 난

괴(알)와 성충은 노지감귤 나무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부

지화 시설하우스에서 나무에서는 난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하우스 시설 부속물인 방충망 틈새에서 관찰되었다(Fig. 1). 또

한 네눈쑥가지나방 성충이 방충망과 시설내부 비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종종 관찰되었다. 

유충 공간분포 분석  

부지화 시설재배원에서 조사한 자료 중에서 공간분포 통계

량의 산출은 2007년 6월 17일과 7월 10일 자료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는데, 다른 시기 조사

된 자료는 발생밀도가 낮아 무의미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감귤나무 당 각각 평균 2.4와 2.1마리의 유충이 발생하였다. 두 

시기의 분산지수인 ID값은 각각 10.96과 2.90로 집중분포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see -statistics in 

Table 1). 집중의 정도에서 6월 17은 분산이 평균의 차이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강한 편이었고, 7월 10일 자료에서는 다소 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주밀감 노지재배원에서 채집된 유충이 10마리 이상 되는 

조사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충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분산지수(ID)는 전체적으로 1.0 보다 약간 

큰 값으로 약한 집중 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검정통계량인 d-

값은 대부분 조사일에 -1.96에서 1.96 사이에 있어 임의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2009년 7월 6일, 2010년 6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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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atial distribution indices of A. selenaria larvae on citrus trees in the citrus greenhouse, 2007

Date

Investigated

Total no. of

larvae collected

Mean

()

Variance

(s
2
)

Dispersion index Clumping index

(GI)ID -statistics

Jun. 17 22 2.4 26.8 10.96 87.6**
1

0.47

Jul. 10 19 2.1 6.1 2.9 23.2** 0.11
1
Significant at P = 0.01 by  -square test.

Table 2.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for the spatial distribution indices of A. selenaria larvae on citrus trees in a citrus orchard on Jeju Island

Date

Investigated

Total no. of

larvae 

collected

Mean

()

Variance

(s
2
)

Dispersion index Clumping 

index

(GI)

-statistics

ID d-statistic Poisson df Negative binomial df

2008 Jul. 22 47 0.52 0.65 1.25 1.7 0.006  4.88
ns1

2 1.02
ns

1

2009 Jun. 2 13 0.14 0.17 1.21 1.18 0.015  2.29
ns

2 0.54
ns

1

2009 Jul. 6 19 0.21 0.39 1.86 4.94 0.048 74.46** 2 2.0
ns

1

2010 Jun. 8 15 0.14 0.16 1.14 1.04 0.010  1.76
ns

2 0.42
ns

1

2010 Jun. 15 42 0.38 1.16 3.05 10.96 0.049 29.03** 3 0.99
ns

2

2010 Jun. 22 16 0.15 0.14 0.93 -0.051 -0.001  0.05
ns

2 4.04* 1

2010 Jul. 20 18 0.16 0.19 1.19 1.31 0.011  3.25
ns

2 0.90
ns

1

2010 Aug. 23 12 0.11 0.1 0.91 -0.73 -0.009  0.76
ns

1 -
2

2010 Aug. 31 15 0.14 0.25 1.79 5.15 0.058 94.3** 2 1.12
ns

1
1
ns, not significant; *, significant at P = 0.05; and **, significant at P = 0.01 by  -square test.

2
No available data.

Fig. 2. A contour map showing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A. selenaria larvae on citrus trees. The data points 
are based on  the cumulative number of larvae per tre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the 1st adult flight (please see details in Choi 
et al., 2011b). 

일과 8월 31일의 d-값이 1.96보다 큰 값으로 집중분포가 유의

성이 있었다. 집중정도를 나타내는 GI 지수는 전체적으로 낮아 

집중정도가 약하였으며, 집중분포로 검정된 경우에도 집중정

도는 크지 않았다.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수의 빈도분포 자료의 

포아송과 음이항분포 모형에 대한 적합도에 대하여 -통계량

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두 분포의 양쪽에 만족되는 경우가 많았

다. 자료 중 2009년 7월 6일, 2010년 6월 15일과 8월 31일 자료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포아송 분포와 차이가 있었고, 음이항

분포와는 차이가 없어 집중분포를 나타냈다. 반면, 2010년 6월 

22일 자료는 음이항분포와 유의하게 차이가 있고 포아송 분포

와 차이가 없어 임의분포를 나타냈다. 

유충 공간분포의 시간적 변화  

2011년 네눈쑥가지나방 1세대 성충이 산란한 알에서 발생

한 유충들의 감귤원으로 정착 및 분포의 시간적 변화는 Fig. 2

와 같았다. 감귤원에 정착을 시작한 초기인 6월 1일에는 좌표 

(2, 10) 지점(x, y)에서 유충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일주일 

후인 6월 8일에는 새로운 여러 지점에서 유충이 일정한 경향없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A. selenaria larvae   247

이 발견되었다. 6월 15일 조사에서는 좌표 (1, 4)와 (7, 3) 지점

에서 새로운 콜로니가 형성되었다. 기타 다수의 지점에서 낮은 

밀도로 유충의 정착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6월 22일 분포는 근

본적으로 6월 15일과 다르지 않았다.

고 찰

외국에서 커피(Abasa, 1972)와 아보카도(Erichsen and Schoeman, 

1994)에 네눈쑥가지나방이 산란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알이 감귤나무에서 발견되지 않

았다. Choi et al.(2011a)는 실내에서 네눈쑥가지나방의 암컷은 

틈새 부위에만 산란하는 습성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고, 

Erichsen and Schoeman (1994)도 아보카도의 줄기나 밀폐된 

장소에 네눈쑥가지나방 암컷이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 et al. (2011a)는 네눈쑥가지나방 암컷은 산란관 옆에 자극

이 주어지면 산란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산란행

동으로 볼 때, 감귤나무는 줄기 표면이 매끈하고 줄기가 접하는 

부위가 거의 없어 네눈쑥가지나방 암컷 성충이 산란장소로 선

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지화 하우스에서는 방충망 틈에

서 산란한 알이 발견되었는데 방충망 모눈의 좁은 틈이 네눈쑥

가지나방의 산란처로 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눈쑥가지나방의 암컷의 산란수는 평균 1,857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Choi et al., 2011a) 때문에 감귤나무에 산란하여 

유충이 분산했다면 강한 집중분포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본 

조사결과 노지감귤에서 유충의 분포는 임의분포에 가까웠으며, 

약한 집중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우스 부지화에

서는 유충의 분포양식이 강한 집중분포를 나타냈다. 종합적으

로 판단할 때 노지와 시설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은 서로 다

른 경로를 통하여 감귤원(나무)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나방류 중에서 네눈쑥가지나방과 유사한 산란습성을 갖

는 겨울물결자나방(Operophtera brumata) 암컷은 과원 주변

에 있는 떡갈나무(Quercus spp.) 줄기의 틈새부위에 산란하고, 

부화 유충은 실을 만들어 바람을 타고 분산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Embree, 1970; Edland, 1971). 노지 감귤원에서 주변 

방풍수인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나 수목의 거친 껍질 

틈 등은 네눈쑥가지나방 산란처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네눈

쑥가지나방 부화 유충은 부화한 자리에서 바로 섭식행동에 들

어가지 않고, 분산하거나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을 보인다(Choi 

et al., 2011a). 즉 네눈쑥가지나방은 겨울물결자나방과 유사한 

분산행동을 통하여 감귤원에 정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감귤원 주변의 수목에서 부화한 유충이 임의적으로 감귤원 안

으로 비산해오므로 전체적으로 임의분포를 보이겠지만, 정착

위치가 집중될 때는 집중분포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의 비산이동을 통한 과원으로 정

착과정은 과원내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의 시간적 분포의 

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과원 내 산란지점에서 유충

이 분산하였다면, 초기 정착지점을 중심으로 분포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점에서 유충의 정착이 

계속 확인되었고, 매 조사시기 마다 발견된 유충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과원 외부에서 비산하여 임의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지 감귤과는 달리 시설 감귤에서는 다른 형태로 유충의 정

착이 나타날 수 있다. 방충망(또는 하우스 부속물 틈)에 산란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하우스 자재를 타로 위쪽으로 올라가다

가(Choi et al., 2011a)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네눈쑥가

지나방 유충의 분포는 노지 감귤원에서보다 시설 감귤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방충망에 낳은 난괴가 땅바닥

에 떨어져 있는 것 간혹 관찰되고, 나무 수관 아랫부분에 자나

방 유충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땅으로 기어서 이동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Personal observation).

본 연구에서는 분산지수, 집중지수 및 분포모형을 이용하여 

감귤원에서 네눈쑥가지나방 유충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이 해충의 산란처와 감귤원으로 정착과정을 추정하

였다. 이러한 추정결과가 정당한지는 실제 포장 확인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보다 더 개선된 정보를 얻을 

때 까지 본 연구결과는 감귤원에서 네눈쑥가지나방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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