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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와 감귤 잎의 연령이 귤녹응애 증식에 미치는 영향 및 감귤원에서 발생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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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ink citrus rust mite, Aculops pelekassi (Keifer) (Acari: Eriophyoidea), is an important pest in the citrus orchards of Jeju,

Korea.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easonal population abundance of A. pelekassi, and the effects of humidity and citrus

leaf age on the multiplication of this pest. Relative humidity (RH) significantly affected the longevity and fecundity of A. pelekassi. 

Longevity was 7.5, 14.5 and 14.6 d and fecundity was 5.4, 21.5, and 27.1 eggs at 33, 75 and 84% RH, respectively. The leaf age of citrus

significantly affected the multiplication of A. pelekassi. The population abundance on 40 day-old leaves was much higher more than 3 

times that on 10-day old leaves at 4 weeks after introduction. Overwintered A. pelekassi adults between the bud scales of the citrus trees

became active in late April; they were found on newly emerged leaves, followed by their settlement on young fruits in mid-June. The 

population levels of A. pelekassi peaked on the leaves in late June to July, and on the fruits in early Augus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should be useful for the control of A. pelekassi in citrus orchard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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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귤녹응애(Aculops pelekassi (Keifer))는 제주감귤의 중요한 해충이다. 본 연구는 귤녹응애의 연간 발생소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습

도와 잎의 연령이 밀도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상대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귤녹응애 성충의 수명 및 산란에 영향을 주었다. 상대

습도 33, 75, 84%에서 수명은 각각 7.5, 14.5, 14.6일 이었고, 산란수는 5.4, 21.5, 27.1개 이었다. 감귤 잎의 연령에 따라 귤녹응애의 증식정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40일된 잎에서는 귤녹응애 밀도증식이 가장 높았으며, 4주 후에는 10일된 잎에서 증식된 것과 비교하여 3배 이

상 높았다. 눈 인편 틈에서 월동한 귤녹응애 성충은 4월 하순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5월 중순경부터 봄에 발아하여 전개되는 잎(봄 잎)에서 발생하

기 시작하였고, 6월 중순에는 과실에서 발생이 시작되었다. 잎에서 발생소장은 6월 하순에서 7월 발생최성기를 보였고, 과실에서는 8월 상순 발

생 최성기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감귤원에서 귤녹응애 방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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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녹응애(Aculops pelekassi (Keifer), the pink citrus rust mite)

는 혹응애과(Eriophyoidea)에 속하는 해충으로 감귤류(Citrus 

spp.)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중해 연안, 태국, 일본, 

대만, 플로리다, 브라질 등에 분포한다(Keifer, 1975; Childers 

and Achor, 1999; Ashihara et al., 2004). 혹응애과의 혹응애류

는 영어 명으로 ‘gall mite’, ‘bud mite’ 또는 ‘blister mite’ 라고 

부르며, 잎에 물집 또는 구형의 혹을 형성하거나 변색시키는 피

해를 일으킨다(Keifer et al., 1982). 귤녹응애의 경우는 세포가 

왕성히 자랄 때(세포분열)에는 캘러스 형태의 굳은살 같은 피

해가 나타나지만, 세포분열이 완료된 후 가해는 동녹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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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zing symptom)의 피해가 나타난다(Ashihara et al., 2004).

감귤에 발생하는 혹응애는 감귤재배지역의 기후조건(습도)

에 따라 발생 종에 차이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대략 12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Reviewed in Ashihara et al., 

2004). 우리나라 감귤에는 현재 귤녹응애 한 종이 보고 되었다

(Anonymous. 1986; Kim et al., 2000). 혹응애류는 일반적으로 

평균 몸길이가 200 ㎛이고 넓이는 80~500 ㎛인 매우 작은 해충

으로(Keifer, 1975) 미리 발생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에 취약하다. 일본 감귤에서 귤녹응애는 사소한 해충(minor 

pest)으로 취급되었으나, 2000년대부터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hihara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는 

1982~1986년 연간 발생소장이 조사되었고(Keown et al., 

1986), 그 후 1996~1998년 조사에서 발생 및 피해가 매우 경미

한(very light) 것으로 기록되었다(Kim et al., 2000). 그러나 최

근에는 유기농 등 무농약재배 감귤원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

으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Kim et al., 

2010). 또한 귤녹응애는 고온에 잘 적응한 종으로 지구온난화

에 따라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대표 해충으로 평가되었다(Kim 

et al., 2009). 또한 일본에서는 귤녹응애 방제약제로 주로 쓰이

는 디치오카바메이트 약제(대표약제 mancozeb)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계통이 출현한 것으로 일찍이 보고되었다(Qu et al., 

1997). 제주 감귤에서는 아직 디치오카바메이트 저항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행재배 감귤원에서 감귤녹응

애가 다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personal observation, 

2012)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귤녹응애에 대한 피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 감귤에서 귤녹응애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귤녹

응애의 포장 발생특성을 구명하고 몇 가지 요인이 개체군 밀도

증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귤녹응애 방제를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귤녹응애 실내 사육

귤녹응애는 최초 2006년 11월 제주도 오등동의 방치된 감귤

나무에서 채집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귤녹응애

의 콜로니를 유지시켰다. 한 가지 방법은 포트(1 L)에 심은 탱

자나무(Poncirus trifoliata, 3~4년생)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배지는 일반 원예용 상토와 밭 토양(사양토)을 1:1 비율로 혼합

하여 사용하였다. 탱자나무 줄기를 강하게 전정하여 새로운 잎

이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새로 나온 잎이 경화되기 시작하면 귤

녹응애를 접종하여 증식하였다. 다른 방법은 탱자나무 또는 감

귤나무 잎을 절취하여 그 위에 귤녹응애를 접종하여 개체군을 

유지 시켰다. 즉 페트리디시(직경 95 mm, 높이 45 mm)에 스펀

지(75 × 60 × 20 mm)를 넣고, 그 위에 솜(70 × 55 mm)과 망사 

천(70 × 55 mm)을 스펀지 크기에 맞게 잘라서 올려놓은 다음 

스폰지에 물을 충분히 흡수 시켰다. 이렇게 하여 잎과 스펀지 

사이에 물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귤녹응애가 잎 밖으로 탈출하

는 것을 방지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에서 성공적으로 귤녹응애 개체군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페트리디시는 망사천으로 된 40 mm 구멍이 있어 공기가 유통

할 수 있었다. 탱자나무의 생장을 위하여 3개의 형광등(20 W)

을 나무 위 50 cm 지점에 설치하여 빛을 공급하였다. 실험실 온

도는 24±2℃, 광주기는 16:8(L:D)로 유지 시켰다. 습도 및 잎 

연령 실험을 위하여 감귤나무(Citrus unshiu) 2~3년생을 중형 

포트(3 L)에 심어 재배하였으며, 필요시 강하게 전정하여 새로

운 잎을 유도하였다. 재배관리는 탱자나무와 동일하게 하였다. 

습도가 귤녹응애 산란수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

습도에 따른 귤녹응애 성충의 수명 및 산란수를 조사하기 위

하여 KCl, NaCl, MgCl2 포화용액을 이용하여 실험에 필요한 

습도의 구배를 조성하였다. 각 포화용액은 25℃ 온도조건에서 

84, 75, 33%의 상대습도(RH)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binson and Stokes, 1955; Lide, 2006). 밀폐용기(락앤락, 4 L)

에 각 포화용액 300 ml가 사용되었다. 

산란실험은 실내사육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

한 페트리디시 장치에서 실시하였다. 페트리디쉬 당 10개의 감

귤 잎 절편(5 × 5 mm)을 뒷면이 위로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사

용된 감귤 잎은 실내사육에서 재배한 방법과 동일하게 재배한 

감귤 묘목에서 얻었으며, 발아 후 40일 이상 된 잎을 사용하였

다. 잎 절편 당 실내사육 콜로니에서 비슷한 크기의 귤녹응애 

약충 2~3 마리씩 접종하였다. 이때 한 개의 털 만 남긴 0호 붓을 

이용하였다. 탈피하여 나오는 성충 중에서 암컷 한 마리만 남기

고 모두 제거하였다. 주로 단위 생식으로 번식함으로 수컷은 접

종하지 않았다(Seiki, 1975). 

귤녹응애를 접종한 페트리디시를 포화용액을 담은 밀폐용

기에 넣어 온도 25±0.5℃, 광주기 16L:8D로 설정한 항온기에 

처리하였다. 이 때 스펀지에 흡수된 물로 인하여 용기 내 습도

가 교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잎 절편을 올려놓은 

스펀지의 윗면 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주방용 랩으로 포장하였

다. 처리별 20 마리의 암컷을 반복하였으며, 물에 빠져죽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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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humidity on the longevity and fecundity of A. 

pelekassi at 25℃

Compound

(Relative Humidity)
n Longevity in days Fecundity

KCl (84%) 9 14.6±1.13a 27.1±2.46a

NaCl (75%) 6 14.5±0.72a 21.5±2.79a

MgCl2 (33%) 8  7.5±0.33b  5.4±0.71b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test at P = 0.05. 

Fig. 1. Effects of citrus leaf age on the multiplication of A. 

pelekassi at 25℃ in the laboratory.

체나 조기에 사망한 개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산란수 및 생

존여부 조사는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부현미경 

30~60배로 관찰하였다. 

암컷 성충이 조기에 사망한 경우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온도별 각 변량은 분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간 

비교는 Tukey 검정을 이용하였다(SAS Institute, 1999). 

잎의 연령이 귤녹응애 증식에 미치는 영향

실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귤묘목을 10일 간격으로 강전정

하여 새로 잎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아 

후 10, 20, 30, 40일 된 잎을 얻었으며, 각 연령의 잎을 1 cm
2
(가

능한 1 × 1 cm 크기) 조각으로 잘라서 실내사육과 같은 방법으

로 마련된 페트리디시에 설치하고, 잎 조각 당 24시간 이내에 

탈피한 귤녹응애 암컷성충 10마리를 접종하였다. 비슷한 연령

의 암컷성충을 얻기 위하여 미리 휴지상태의 말령 약충을 충분

히 수거하여 별도로 사육하였다. 귤녹응애를 다룰 때는 한 개의 

털을 남긴 0호 붓을 사용하였고, 처리 당 5반복으로 수행하였

다. 접종 후 온도 25±0.5℃, 광주기 16L:8D로 설정한 항온기에 

처리하였으며, 4주 동안 7일 간격으로 알을 제외한 모든 개체수

를 해부현미경 30~60배로 관찰하였다. 

조사자료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간 비교는 Tukey 

검정을 이용하였다(SAS Institute, 1999). 

귤녹응애 발생소장 조사

귤녹응애 연간 발생소장을 구명하기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제주시 4개 감귤원(방치 과원 : 도련동 1, 해안동 3)

과 서귀포시 토평 1개 무농약 감귤원에서 생육기간 동안 귤녹

응애 발생밀도를 약 7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각 조사일별 5주

에서 총 20잎(또는 과실)을 임으로 채취하였다(나무 당 4잎 또

는 4과실). 채집한 잎(또는 과실)을 종이 봉지에 넣고 그 봉지를 

다시 밀폐 할 수 있는 비닐봉지(20 × 30 cm)에 넣어 실험실로 옮

긴 후 조사시까지 4℃ 냉장고에 보관 하였다. 밀도조사는 20∼

50배 해부현미경 하에서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잎 당 마리수

를 지수(Index)로 변환하여 기록하였다. 즉 0 = 0 마리, 1 = < 10

마리, 2 = <100마리, 3 = >100마리, 4 = >200마리, 5 = >300마

리, 6 = >400마리, 7 = >500마리로 표현하였다. 다른 년도에는 

채취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귤녹응애의 월동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1월에서 

2월 하순 사이에 감귤나무 눈(bud)을 채취하여 조사하였다(please 

see Table 2 for the sample size). 전년도에 귤녹응애의 발생이 

확인되었던 제주시 도련동 유기농 감귤원에서 조사하였다. 또

한 귤녹응애의 계절초기 발생생태를 구명하기 위하여 감귤 발

아기부터 잎, 꽃, 어린과실 등에 발생한 귤녹응애 발생밀도를 

조사하였다. 즉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꽃(착과 후에는 과

실)이 발생한 신초를 한 단위로 조사시기마다 총 20개 표본(총 

5주)을 채취하여 전수 조사하였다. 

결 과

상대습도 및 잎의 연령이 귤녹응애 증식에 미치는 효과

상대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귤녹응애 성충의 수명 및 

산란에 영향을 주었다(Table 1, longevity: F = 22.70; df = 2, 20; 

p < 0.0001, fecundity: F = 31.37; df = 2, 20; p < 0.0001). 상대

습도 75% 또는 84%에서의 수명과 비교하여 33%에서는 수명

이 약 반으로 감소하였다. 산란수는 상대습도가 낮은 경우 높을 

때와 비교하여 약 4~5배 감소하였다. 

잎의 연령에 따라 귤녹응애의 증식정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ig. 1). 접종 후 1주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F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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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distribution of overwintering A. pelekassi

adults on 52 buds of citrus trees; the bud samples were collected 
in January to late February 2005

Range (no. of rust mite found per bud)
Sum

1 2 to 3 4 to 6 7 to 10 > 10

Frequency 18 21 8 4 1 52

% 34.6 40.4 15.4 7.7 1.9 100

Table 3. Seasonal changes in citrus plant parts infested with A. 

pelekassi ; thar are indicated by the mean number of mites per 
sample in Jeju in 2005

Sampling date

Plant parts examined

Bud
Flower or 

fruit stalk
New leaf Fruit Old leaf

29 April 0.16 0.63 0.00 -
1

0.00

7 May 0.03 0.00 0.00 - 0.00

20 May 0.00 1.53 10.67 0.00 0.00

27 May - 0.00 0.64 0.00 0.00

4 June - 0.00 0.05 0.00 0.00

11 June - 0.00 1.82 0.10 0.00

29 June - 0.00 69.22 11.3 0.00
1
Samples were not taken or absent at that time.

Fig. 2. Seasonal abundances of A. pelekassi on leaves in citrus 
orchards in Jeju City, 2005. The data are based on the following 
index values: 0 = 0 mite, 1 = <10 mites, 2 = <100 mites, 3 = >100 
mites, 4 = >200 mites, 5 = >300 mites, 6 = >400 mites, 7 = >500 
mites. 

Fig. 3. Seasonal abundances of A. pelekassi on leaves and fruits 
in citrus orchards, 2007. The data are based on the average 
values of 4 orchards in Jeju City.

df = 3, 16; p = 0.2328), 2주일 후부터는 잎의 연령별 증식정도

에 차이가 있었다(2 weeks: F = 3.70; p = 0.0357, 3 weeks: F = 

7.00; p = 0.0036, 4 weeks: F = 4.38; p = 0.0211, df = 3, 16 in all 

cases). 잎의 연령이 10일 된 상태에서 귤녹응애를 접종한 경우는 

다른 잎에서보다 2주후부터 증식정도가 낮았으며, 3주 및 4주 

후에는 더욱 증식이 둔화되었다. 반면, 처음 40일된 잎에 접종한 

경우는 귤녹응애 밀도증식이 가장 높았으며, 4주 후에는 10일

된 잎에서 증식된 것과 비교하여 3배 이상 높았다. 잎이 20일과 

30일된 상태에서 귤녹응애를 접종한 경우도 10일 잎보다는 유

의하게 증식정도가 높았다. 

귤녹응애 발생소장

월동 중인 귤녹응애는 감귤나무 눈의 인편 틈에서 발견되었

다. 총 149개 표본에서 귤녹응애가 발견된 눈은 52개 이었으며

(35%), 채집된 표본 중에서는 눈 당 최대 12마리까지 발견되었

다. 눈 당 3마리 이하의 귤녹응애가 발견되는 비율은 75%가 되

었다(Table 2). 

생육초기 귤녹응애 발생생태를 구명하기 위하여 눈(인편), 

화경 및 과경, 신엽, 과실 등을 채취하여 시기별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았다. 월동 성충은 4월 하순에 발아된 화경 및 과경

에서 발견되었고, 월동처인 인편에서는 5월 중순경부터 발견

되지 않았다. 봄에 발아하여 전개되는 잎(봄 잎)에서는 5월 중

순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6월 중순에는 과실에서 발생

이 시작되었다. 전년도 발생하여 겨울을 거친 굳은 잎(묵은 잎)

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귤녹응애 발생소장 조사결과 2005년에는 도련동 감귤원에

서 만 귤녹응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잎), 다른 과원에서

는 밀도가 낮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

하였다(no data available). 2006년에는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으

로 발생하여 분석하기 곤란하였다. 2007년에는 제주시 4개 감

귤원의 잎과 과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결과는 2005년은 Fig. 2, 2007년은 Fig. 3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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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에서 2005년 연간 발생소장(잎)은 Fig. 2와 같이 6월 상순

부터 발생이 증가하다가 6월 하순 발생최성기에 도달하였고 장

마철에는 발생이 약간 감소했다가 7월 하순까지 높은 밀도를 

유지하였다. 과실에는 국부적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포장

관찰에서 8월 상순부터 피해증상이 나타났다. 2007년에는 처

음 4월 하순경부터 잎에서 발생이 시작하였으며 밀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6월 상순경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6월 하순 최고밀

도에 도달하였고 이 상태가 7월 중하순까지 지속되었다. 과실

에서의 밀도는 잎에서 밀도가 최고로 되는 시기부터 본격적으

로 발생되기 시작하여 8월 상순 발생최성기를 보였다. 그 후 8

월 중순 이후부터는 잎과 과실 모두에서 귤녹응애 발생이 확인

되지 않았다. 

고 찰

혹응애류의 발육단계는 알, 1약충, 2약충, 성충으로 구성되

어 있고, 주로 성충 상태로 가지 틈이나 눈 사이에서 월동한다. 

귤녹응애의 경우는 감귤 눈 인편틈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Mijuskovic, 1973; Seki, 1981; Ashihara et al., 2004), 

이번 조사로 재확인되었다.

귤녹응애의 계절 초기생태 구명은 방제 측면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주감귤에서 귤녹응애 피

해가 일반적으로 잎의 경우 7월 상순, 과실에서는 8월 중하순에 

나타나는데, 농가에서는 피해가 나타나면 그때에야 방제수단

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귤녹응애의 초기 생태는 

미리 방제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 

감귤에서는 월동성충이 봄철 새로 나온 잎에 알을 낳고 증식하

다가 6월 하순 과실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eki, 

1981). 미국 플로리다에서 귤녹응애는 처음 잎을 가해하다가 

직경이 3 cm 이하되는 어린 과실로 이동한다고 하였다(Ashihara 

et al., 2004). 제주에서는 월동성충이 4월 하순에 눈(bud)과 발

아하는 신초줄기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새잎에서는 5월 중순부

터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하였고, 과실에서는 6월 중순부

터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감귤에서 귤녹

응애 초기 발생생태는 잎에서 증식하여 과실로 이동하는 양상

이 일본 및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과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6월 상순까지 초기방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귤녹응애 개체군 밀도는 잎에서는 6월과 

7월 사이에 가장 높았고, 7월에서 8월에 과실에 발생 최성기를 

보인다(Ashihara et al., 2004). 이런 경향은 본 조사와 일치하였

다. 혹응애류의 발생증가에는 기상조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귤녹응애가 다발생하는 경우는 봄 평

균 기온과 여름철의 적은 강수보다는 높은 습도가 더 크게 영향

을 주었고 하였다(Childers and Achor, 1999). 대기 습도가 감

소하면 귤녹응애 개체군 성장율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

상으로 판단된다(Hobza and Jeppson, 1974; Childers and Achor, 

1999).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상대습도가 귤녹응애 성충의 수

명과 산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대습도가 제주감귤원에서 실제로 귤녹응애의 개체군 밀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지역은 년 중 습도가 높고, 특히 귤녹응애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거의 70% 이상의 상대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KMA, 2013). 잎의 상태는 귤녹응애 밀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감귤 잎의 연

령과 귤녹응애 발생에 관한 결과는 보고된 바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어린 잎 보다는 성숙한 잎(40일 된 잎)에서 밀도가 빨

리 증가하였다. 그렇다고 전년도 발생한 묵은 잎을 선호하는 것

은 아니었다(Table 3). 포장발생소장에서 5월 중순부터 새로 발

생한 잎에서 귤녹응애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반적

으로 감귤 발아가 4월 상순 시작되므로 5월 중순경이면 귤녹응

애 증식에 적당한 잎의 연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8월 하순 귤녹응애 밀도가 감소한 후 그 후에

는 더 증가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9월 초부터 현저하게 밀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가을철 온도가 온난한 경우

는 11월까지도 발생한다(Seki, 1975; Nakamura, 2002). 제주 

감귤에서도 생육후기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Keown et al., 1986). 따라서 기상에 따라 계절후기 피해가 돌

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철저한 예찰을 통하여 

방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감귤원에서 귤녹응애 방제 방안을 제

시한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생육초기 방제는 귤녹응애가 과

실로 정착하는 6월상순까지 마무리가 필요하다. 제주 감귤에

서는 일반적으로 검은점무늬병 방제를 위하여 6월 상순 유기 

유황제(대표약제 mancozeb)를 살포함으로 동시방제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귤녹응애의 약제 저항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기계유유제를 혼용하는 경우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Kim et 

al., 2010). 또한 개화전 귤응애 방제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유

유제도 초기 귤녹응애 방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육후기에는 

예찰방제를 전제로 하지만, 제주 감귤에서 과실영양 공급(칼

슘) 및 착색 개선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9월 하순 살포하는 석

회유황합제(200배)가 귤녹응애 방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Kim 

et al., 2010). 이와 같은 시기별 방제요소가 생략되는 경우는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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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응애 발생예찰에 더욱 고심하여 우발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더 진전된 귤녹응애 자료가 제

시될 때까지 귤녹응애 방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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