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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 왁스가 함유된 폴리프로필렌 방출기 제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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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olita molesta (GM) has been considered as a major problem to apple and peach orchards. Mating disrupters have been

applied to control the pest over the world as an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tool. Various types of dispensers releasing mating

disrupters have been developed with different formulation of wax, polyethylene tube and aerosol. In this study, the dispensers that were

composed of ester waxes and polypropylene (PP) film were used as dispenser materials to analyze release pattern of GM pheromone

compared with paraffin wax and polyethylene (PE) film. The release pattern in PP film group was consistent with time while PE film

group irregular. Based on these results, Japan wax_PP film dispenser (Japan_PP) was manufactured and showed the mating disruption 

effect of 98% during 5months in peach or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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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은 핵과류과실에 일차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병해충관리 [IPM]의 일환으로

써 전세계적으로 교미교란제가 농가에 적용되고 있다. 왁스, 폴리에틸렌 튜브, 에어로졸 형태의 다양한 교미교란제가 상업화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 방출기로써 에스테르왁스와 폴리프로필렌(PP)필름백을 구성하는 방출기를 기존의 파라핀 왁스와 폴리에틸렌(PE) 재

질의 필름과 비교하여 페로몬의 방출거동을 분석했다. PE재질의 필름백은 성페로몬의 방출이 불규칙한 반면, PP필름백에서 성페로몬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방출하는 패턴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Japan 왁스_PP 필름 방출기(Japan_PP)를 제작하였고, 약 5개월 동안 복숭아과

수원에 적용한 결과 98% 이상의 교미교란 효과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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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은 배, 사과, 복숭아 등 핵

과류 과실에 서식하여 1차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과실 속에 가

해하는 유충은 살충제의 접촉을 피할 수 있어 유충을 방제 대상

으로 하는 교미교란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Pree et al., 

1998; Bochert et al., 2004). 교미교란제는 합성 성페로몬을 방

출시켜 수컷으로 하여금 암컷으로 오인시키고, 또한 성페로몬

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켜 정상적 교미를 억제하는 역할을 꾀한

다(Baker et al., 2005). 단일 교배종인 복숭아순나방은 이로 인

해 한 번의 교미기회를 놓치면 무정란을 생산하여 차세대 형성을 

억제하게 된다(Baker et al., 2005). 국내의 복숭아 순나방은 1년

에 4~5회 성충발생을 나타내고 있다(Yang et al., 2001). 이 성충 

발생 시기는 4~9월로 약 6개월 이상 교미교란제로부터 합성 성

페로몬이 방출되어야 교미교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합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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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출시키기 위해 왁스, 스프레이, 

폴리에틸렌 튜브 타입 등의 다양한 제형의 교미교란제가 개발

되었고, 국내 과원에 이 교미교란제 효과를 입증하였다(Jung et 

al., 2006).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의 조성 비율이 지역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Boo, 1998), 이들 교미교란제 처리가 광범위한 지역

에 적용이 곤란한 국내 경작 규모를 고려하면, 특수한 형태의 

교미교란제 제형화 기술이 필요하다(Jung et al., 2008). 이를 위

해 국내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의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이 합

성 성페로몬을 제조하여 장기간 방출시킬 수 있는 제형이 개발

되었다(Jung et al., 2008). 효과적인 제형 연구를 위해 기존의 

제품인 왁스 제형의 SPLAT
TM

와 폴리에틸렌 튜브 제형의 

ISOMATE
®
의 비교실험이 진행된 결과 SPLAT

TM
처리군에서 

교미교란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지만 이는 각 제품에 포함된 페

로몬의 함량이 다름에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Stelinski et 

al., 2005; Jun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Isomate
®
와 SPLAT

TM
에서 사용된 방출소재

와 비교하여 더 장시간 페로몬을 방출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파라핀 왁스 외에 동물 및 식물에서 

유래된 천연 왁스인 에스테르 왁스(Bees, Japan, Carnauba)와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을 혼합하여 페로몬 방출거동을 분석하

였다. 또한, 기존에 사용된 polyethylene 필름과 비교하여 다양

한 고분자 필름백에(polypropylene, nylon과 polyethylene 합

지 필름, polyethylene terephthalate와 polyethylene 합지 필름) 

이 왁스와 성페로몬 혼합물을 넣어 성페로몬 방출 투과막으로

서의 효율을 비교 평가했다. 실내 평가에서 선발된 교미교란제 

방출기를 2015년 4월초부터 9월초까지 복숭아원에 적용해 교

미교란 효과를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교미교란제 구성물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 성분인 (Z)-8-dodecenyl acetate (Z8- 

12Ac)을 ㈜그린아그로텍(경산)에서 구입하였다. 복숭아순나

방 발생예찰용 페로몬 루어에 포함된 페로몬 성분은 Z8-12Ac: 

E8-12Ac: Z8-12OH (95:5:1)로서 델타형 트랩과 함께 ㈜그린

아그로텍에서 구입하였다. 파라핀과 Carnauba 왁스는 시그마 

알드리치 코리아(서울)에서 구입하였으며, Bees 및 Japan왁스

는 ㈜신원무역상사(서울)에서 구입했다. 복숭아순나방 페로몬

과 왁스 혼합물을 넣을 고분자 필름백으로 ㈜대원산업(인천)

에서 공급한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nylon/ 

polyethylene (NY/PE), polyethylene terephthalate/polyethylene 

(PET/PE)을 사용하였다. 각 필름의 두께는 PE와 PP필름은 60 μm, 

NY/PE 합지 필름은 NY 15 μm/PE 60 μm을 사용하였고 PET/PE 

합지 필름은 PET12 μm/PE60 μm 두께의 필름을 사용하였다. 

교미교란제 제조 및 성페로몬 방출 실험 

파라핀 및 Bees, Japan, Carnauba 왁스를 각각 70℃에서 용

융시킨 후,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을 왁스와 페로몬 혼합물 전

체 양의 5% 중량비가 되도록 섞는다. 이 교반된 혼합물을 상온

에서 서서히 식힌 후, 각 5.8 cm
2
면적의 PE, PP, NY/PE, PET/PE 

필름백에 넣어 페로몬 방출 실험 전까지 4℃에서 보관하였다. 

이러한 왁스 혼합물이 들어있는 각 필름백 교미교란제군을 

30℃의 항온기에 걸어 시간에 따른 각 샘플 잔량의 무게를 측

정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페로몬의 방출량을 계산했다. 

교미교란제 효과 실험 

경기도 화성 지역의 복숭아원에 예찰용 델타트랩을 이용하

여 교미교란제 효과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과 같이 1번 그룹

은 음성 대조군으로, 복숭아순나방 페로몬 루어가 없는 델타트

랩을 임의로 2곳에 설치하였고, 2번 그룹은 양성 대조군으로 복

숭아순나방 페로몬 루어가 있는 델타 트랩을 5 m이상 간격을 

두고 3곳에 설치하였다. 3번 그룹은 약 330 m
2
에 10그루의 복

숭아나무가 있으며 모니터링 트랩을 2번 그룹과 동일하게 3곳

에 설치하고, 이와 함께 제조한 Japan왁스 혼합물이 있는 PP필

름백(PP_Japan)을 나무 한 그루당 3~4개씩 설치하였다. 각 델

타트랩의 복숭아순나방 루어는 50일에 한번 씩 교체하였고, 끈끈

이 트랩은 한 달에 한번 씩 교체하였다. 현재 국내 농가에서 적용

하고 있는 ISOMATE
®
안의 복숭아순나방페로몬 함량(25~75 mg 

복숭아순나방페로몬/개)을 고려해서 약 50 mg의 복숭아순나

방페로몬이 함유되어 있는 Japan_PP교미교란제 3~4개를 한 

그루당 설치하여 10그루에 각각 적용하였다. 각 밭의 간격은 

100 m 이상으로 근접한 밭에서의 복숭아순나방의 이동성은 관

찰되지 않았다. 실험은 2015년 4월초부터 9월초까지 수행되었

으며 트랩에 포획된 복숭아순나방 수컷의 개체수를 토대로 5개

월 동안 교미교란제의 효과를 아래 식으로 산출하였다(Lee et 

al., 2014).

교미교란 효과(%) = [(대조구에 포획된 복숭아순나방 개체

수–교미교란제 처리구에 포획된 복숭아순나방 개체수)/(대조

구에 포획된 복숭아순나방 개체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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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Application of mating disruptors (Japan_PP) into peach orchard. (B) the area of each peach orchard: 330 m
2
, △ = peach tree 

containing Delta-trap without pheromone lure, ▲ = peach tree containing Delta-trap with pheromone lure, ○ = peach tree without 
mating disruptors, ● = peach tree with mating disruptors.

결 과 

복숭아순나방페로몬 방출실험 

파라핀 왁스와 에스테르 왁스

방출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왁스 재질이 복숭아순나방성페

로몬의 방출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0℃ 항온기

에서 방출되는 하루 평균 성페로몬 양을 측정했다(Fig. 2). 파라

핀 왁스에서는 약 4개월 이상 동안 평균 73.9 ± 9.2 μg/cm
2
/day

의 방출율을 보였고, 에스테르 왁스인 Bees, Japan, Carnauba 

왁스에서는 각각 41.3 ± 5.2 μg/cm
2
/day, 38.0 ± 3.7 μg/cm

2
/day, 

3.5 ± 0.8 μg/cm
2
/day의 방출율을 나타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Table 1과 같이 산출한 결과 파라핀 

왁스에서는 -0.744, Bees, Japan, Carnauba 왁스에서는 각각 

-0.590, -0.295, -0.007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방출되는 페

로몬의 방출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에스테르 왁스군에서는 파

라핀 왁스와 비교하여 하루에 방출되는 성페로몬의 양이 감소

함과 동시에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보임에 따

라 파라핀 왁스에 비해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한 성페로몬 방출

거동을 보였다. 

고분자 필름백

왁스만을 사용했을 때 성페로몬 방출을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종류의 필름백(PE, PP, NY/PE, PET/PE)에 성페로몬

과 왁스의 각 혼합물을 넣어 이중 방출재질 효과를 분석하였다. 

Fig. 2와 같이 각 왁스 혼합물이 함유된 필름백 교미교란제군의 

페로몬 방출 그래프를 분석하여 Table 1에 각 군에서 하루당 방

출되는 성페로몬 양이 경과 시기별로 일정한지의 여부를 평균 

성페로몬 방출량으로 산출하였다. 모든 왁스 혼합물이 함유된 

각 필름백에서 복숭아 순나방성페로몬 방출 거동은 비슷한 형

태로 나타났다. 각 왁스 혼합물이 있는 PE 필름군에서 성페로

몬의 투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에 따라 방출되는 평균 

성페로몬 양은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NY/PE와 

PET/PE 필름군에서는 성페로몬의 투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무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각 왁스 혼합물을 넣은 PP 필름군에서는 기울기 값이 0에 가까

운 값을 보임에 따라 다른 고분자 필름백에 비해 일정하게 성페

로몬이 방출되었다. 

교미교란제방출기 효능 현장 검증 

실내 방출기 효능 검정에 따라 최적의 기능을 발휘한 Japan 

왁스 혼합물이 있는 PP 필름백(Japan_PP)을 교미교란제로서 

제조한 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복숭아원에서 복숭아순나방

에 대한 교미교란 효과를 분석하였다(Fig. 1). 그 결과, 음성 대

조군의 트랩에서는 복숭아순나방 수컷이 발견되지 않았고 양

성 대조군에서는 트랩에 4월초부터 9월초까지 평균 169 ± 17 

마리의 수컷이 포획되어, 교미교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충분

한 복숭아순나방 집단의 발생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Fig. 3). 

복숭아순나방의 이러한 포장 발생상황에서 Japan_PP교미교란

제 군에서는 평균 2 ± 1마리의 수컷이 포획 되어, 교미교란 효

과가 98% 이상의 교미교란 효과가 확인되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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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lease rate of Grapholita molesta sex pheromone according to dispenser materials (wax or wax + film bag) at 30°C. (A) Paraffin 
wax group (B) Bees wax group (C) Japan wax group (D) Carnauba wax group with polymer film bags (PE: polyethylene, PP: polypropylene, 
NY/PE: nylon/polyethylene, PET/PE: polyethylene terephthalate/polyethylene). 

고 찰

교미교란제는 근본적으로 해충의 교미를 교란시켜 차세대 

형성을 억제하여 해충방제를 꾀하게 된다. 현재 파라핀 왁스를 이

용한 왁스타입의 SPLAT
TM

와 PE재질의 튜브타입인 ISOMATE
®

가 전량 수입되어 국내 농가에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지속

기간은 2~4개월로서 복숭아순나방의 활동기간(6개월)보다 짧

고(Delwiche et al., 1998; Welter et al., 2005; Stelinski et al., 

2006), 농가의 교미교란제보관법에 대한 교육 미흡으로 인해 

상온에서 포장이 뜯겨진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

라서 이러한 손실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정하게 

성페로몬을 방출 시킬 수 있는 방출 소재의 개발이 요구 되었

다. 식물성 및 동물성 왁스인 에스테르 왁스는 경도가 높고, 산

소 또는 세균에 침식되지 않는 성질로 동·식물의 표면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과실의 품질개선을 위한 

코팅재료로 이용되고 있다(Raymond et al., 1995; Thinh et al., 

2013).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출소재는 페로몬의 산화안

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PP, NY/PE, 

PET/PE 필름은 기체 투과도가 PE필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에스테르 왁스와 함께 사용하면 페로몬 방출을 효율적으로 조

절해 값비싼 합성 성페로몬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에스테르 왁스와 필름백의 종류에 따른 페로

몬의 방출거동을 확인하여, Fig. 2에서와 같이 실험실내의 페로

몬의 방출율을 토대로 방출속도의 기울기 값이 0에 근접하는 

소재를 선발하는 전략을 세웠다. 

복숭아순나방 암컷에서 방출되는 평균 성페로몬의 양은 

8.48~25.3 ng/h으로 추정 되었다(Lacey et al., 1992). 또한 교미

교란제 한 개당 방출되는 페로몬의 양은 암컷이 방출하는 성페

로몬양의 600~1,000배 이상이 방출되도록 적용을 한다는 보고

도 있다(Kong et al., 2014). 암컷 복숭아순나방은 하루 중 일정

한 시각에 2~3시간 동안 성페로몬을 방출하며(Han et al., 2001), 

최대 방출량이 25.3 ng/h라고 할 때 이를 참고하여 제조한 교미

교란제로부터 방출되는 성페로몬 양을 비교하여 이보다 더 많

은 양을 일정하게 방출하는 적합한 소재를 선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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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lope and average of pheromone release rate in each 
polymer bag (n=12)

Polymer 

type

Slope of pheromone release rate

(average release rate, Mean ± SEM, μg/h)

Paraffin Bees Japan Carnauba

Naked
-0.744

(35.4 ± 4.4)

-0.590

(19.8 ± 2.5)

-0.295

(18.3 ± 1.8)

-0.002

(1.7 ± 0.4)

PE
1 -0.217

(21.5 ± 2.8)

-0.196

(7.6 ± 1.8)

-0.222

(9.2 ± 1.7)

-0.008

(0.7 ± 0.1)

PP
2 -0.159

(9.3 ± 1.3)

-0.003

(3.1 ± 0.3)

0.018

(3.1 ± 0.3)

-0.007

(0.3 ± 0.1)

NY/PE
3 -0.013

(0.2 ± 0.2)

-0.008

(0.2 ± 0.2)

-0.025

(0.7 ± 0.3)

-0.011

(0.3 ± 0.3)

PET/PE
4 0

(0.0 ± 0.1)

-0.003

(0.1 ± 0.1)

-0.008

(0.1 ± 0.2)

0

(0.0 ± 0.1)
1
polyethylene.

2
polypropylene.

3
nylon/polyethylene.

4
polyethylene terephthalate/polyethylene.

Fig. 3. The average trapped number (Mean ± SE) of Grapholita 

molesta (GM) male insects in negative control, control and 
control + MD groups for 5 months (negative control: 0, control: 
169 ± 17, Control + MD: 2±1).

Table 1은 Fig. 2에서 나타낸 각 군에서의 페로몬 방출양(μ

g/cm
2
/day)을 페로몬을 방출하는 교미교란제의 면적을 곱하고 

24시간으로 나누어 단위를 μg/h로 바꾸어 나타냄으로써 실제

로 암컷이 시간당 방출하는 페로몬의 양과 비교가 쉽도록 정리

하였다. Table 1의 결과를 토대로 계산할 때 파라핀 왁스군에서 

약 35.4 μg/h의 페로몬이 방출될 때, 하루에 방출하는 페로몬의 

양은 약 850 μg이 된다. 교미교란제 한 개당 50 mg의 성페로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방출속도를 계산하면 이는 약 60일의 지속기

간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Table 1에 근거하여 방출그래프의 

기울기가 -0.744로 파라핀 왁스군에서는 페로몬이 일정한 방출

패턴을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에스테르 왁스군에서 

Carnauba 왁스는 1.7 μg/h의 속도로 페로몬을 방출하고 이를 토

대로 계산할 때 하루에 약 40.8 μg의 페로몬을 방출하여 1년 이상

의 지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교미교란 효과를 위해 한 그루

당 적용해야 하는 교미교란제 개수가 많아지므로 농가 용이성이 

떨어진다. Bees왁스와 Japan왁스는 각각 19.8 μg/h, 18.3 μg/h의 

속도로 페로몬을 방출하여 두 왁스 모두 농가에 적용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지만, 왁스자체의 페로몬 방출 그래프의 기울기가 

Bees 왁스는 -0.590이고 Japan 왁스는 -0.295로 Japan왁스에서 

더 0에 가까운 값으로 zero-order한 방출양상을 나타내어 Japan 

왁스를 교미교란제로 적용하였다. 또한 고분자 필름군의 실험결

과를 토대로 필름군을 선정하였다(Fig. 2, Table 1). 각 왁스 혼합

물이 있는 PE 필름군은 페로몬에 대한 투과도가 전반적으로 높

고, 하루당 평균 방출되는 페로몬의 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

어들어 페로몬의 방출양을 조절하는 투과막으로서의 역할은 다

소 부적합하다. 따라서, PE 필름을 사용 시 다른 필름과의 합지 형

태 또는 성페로몬의 일정한 방출을 유도하는 두께로 제조해야 한

다. NY/PE과 PET/PE 필름군에서는 방출기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지만(Table 1), Fig. 2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시간당 방출하는 합성 성페로몬의 양이 암컷이 방출하는 페로

몬의 양과 비슷하거나 더 적고 방출율이 일정하지 않아 페로몬 방

출 소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비교하여, PP 필름백을 사용 

시에는 성페로몬이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방출 거동을 보여 

PP필름백을 가장 적합한 필름으로 선정 하였다.

위와 같이 실내환경 실험을 통해 선정된 Japan왁스와 PP필

름백으로 교미교란제를 제조하여(Japan_PP) 복숭아원에 적용

하였다. Japan_PP 교미교란제는 Table 1과 같이 약 30℃ 환경

에서 평균 3.1 ± 0.3 μg/h의 합성 성페로몬을 방출한다고 했을 

때, 이 양은 암컷이 방출하는 페로몬 양의 약 123배에 해당한다. 

실제로 야외조건에서 4월초~9월초에 복숭아원에 적용시 5개

월 이상 트랩의 수컷 유인수로 효과를 추정해봤을 때, 98% 이

상의 교미교란 효과를 보였다(Fig. 3). 결론적으로, 에스테르 왁

스와 PP필름백은 페로몬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교미교란 

방출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며, Japan_PP교미교란제에서 

방출되는 페로몬양을 바탕으로 5개월 이상 교미교란 효과를 기

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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