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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나무(Sophora japonica)를 가해하는 줄마디가지나방

(Chiasmia cinerearia (Bremer et Grey))의 발생 및 생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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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asmia cinerearia (Bremer et Grey) belonging to the subfamily Ennominae(Lepidoptera: Geometridae) is a new forestry

pest attacking to Sophora japonica in Gyeonggi province. Chiasmia cinerearia oviposited about 250~300 eggs per female on leaves. Larva

had five instar stages. Adults emerged twice a year in early May and late July. The period of one generation was about 48 days. Body 

length of larvae was 25~30 mm and body color was light green with dark yellow lateral lines in abdomen. The wingspan of adults was

30 to 35 mm in length. The color of forewings was greyish brown with quadrilateral patterns on outer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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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나방과(Geometridae), 가지나방아과(Ennominae)에 속하는 줄마디가지나방(Chiasmia cinerearia)은 중부지방의 회화나무 가로수 및 

조경수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수목 해충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줄마디가지나방은 주로 잎 위에 250∼300개의 알을 무더기로 산란하였으며, 유충은

총 5령기를 거쳐 용화되었다. 성충은 5월 초순과 7월 말경에 2회 우화하였으며, 1세대 경과일수는 약 48일로 조사되었다. 유충의 몸길이는 25∼

30 mm 정도이며 연녹색을 띠고 복부의 옆선은 황색이었다. 성충의 날개편 길이는 30∼35 mm 정도이며 회갈색을 띠며 앞날개 외횡선을 중심

으로 4각형의 무늬가 무리지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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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나무 가로수에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줄마

디가지나방은 2003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기흥IC주변에서 처

음으로 확인된 이래 현재까지도 돌발적으로 그 피해가 확인되

고 있다. 줄마디가지나방이 속해 있는 자나방과(Geometridae)

는 전세계적으로 신열대구에 약 6,450종, 동양구에 약 4,150종, 

구북구에 약 3,500종, 에티오피아구에 약 3,100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oble, 1999). 우리나라에는 자나방과가 

574종이 알려져 있으며(Mun and Lee, 2014; Paek et al., 2010) 

이 중 자나방과 내 가장 큰 분류군인 가지나방아과(Ennominae)

에 267종이 기록되어 있다(Beljaev, 1997; Beljaev and Park, 

1998; Choi et al., 1998; Kim, 2001). 가지나방아과는 대표적인 

식엽성 해충으로 유충이 복부 8째 마디에 있는 한 쌍의 다리를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붙어서 의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L.)는 중국원산으로 우리나라 

각처에 널리 심겨져 있는 낙엽성 교목이며 높이가 25 m에 달하

고 가지가 퍼지며 녹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 꽃을 괴화,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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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asonal occurrence of Chiasmia cinerearia in Gyeonggi province.

괴실이라고 하며 약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가로수 및 

조경수로 널리 식재되고 있는 수종이다.

현재 경기도지역 일부 가로수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줄마디가지나방(Chiasmia cinerearia)은 국내에는 중부이남과 

남부 일부지역에서 확인되었을 뿐 아직까지 대발생된 기록은 

없었으나, 최근 경기도 일부지역의 회화나무 가로수에 돌발적

으로 대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밀도 및 섭식량이 높아 경계해야 

할 해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회화나무의 주요해충인 줄마디가

지나방에 대한 생활사 및 생태적 특성을 구명하여 가로수 등 수

목관리에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성충의 우화시기 조사

줄마디가지나방의 발생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 발생지

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주변의 회화나무로부터 피해지역 중

심으로 4월 초와 7월초에 월동 중인 번데기를 토양과 같이 채집

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로 가져온 후 채집지와 유사한 환

경의 토양에 이식하고 그 위치에 망사우화상(90×90×80 cm)을 

설치하였다. 우화조사를 위해 매일 10시경 우화상 상단의 채집

통에 모인 줄마디가지나방 성충의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각 충태별 형태조사

줄마디가지나방의 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지에서 우

화된 성충에서 산란을 받은 후 항온항습기내에서 2∼3일 간격

으로 회화나무 잎을 공급하면서 각 충태별 두폭, 체폭, 체장 등

을 기록하였다. 또한 1∼2령의 유령충은 광학현미경하에서, 3

령 이상의 노숙유충들은 육안으로 유충의 형태별 특징을 관찰

하였다. 

유충의 발육 및 생육기간 조사

줄마디가지나방 유충의 발육단계별 크기 및 생육기간을 조

사하기 위하여 우화된 성충 암수 한 쌍씩 아크릴 사육상자

(30×30×30 cm)에 넣고 개체 사육을 실시하였다. 회화나무 잎

에 산란된 알이 부화하면서부터 유충을 개별 사육용기에 분리

하여 신선한 회화나무 잎을 공급하면서 각 개체별 알기간, 유충

기간, 번데기기간 및 성충수명을 조사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조건 25℃, 습도조건 60%, 광조건 16L:8D이었다.

결과 및 고찰

성충의 우화시기 조사

줄마디가지나방의 성충 우화시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4월중

순부터 8월 초순까지 우화상을 이용하여 우화시기를 조사한 결

과 연 2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줄마디가지나방

은 연 1~2회 발생하며 성충은 5~6월, 8월에 나타난다고 기록되

어 있으나(Mun and Lee, 2014), 이번 우화시기 조사결과 1화기

의 최초 우화일은 4월 28일이었으며, 2화기의 최초 우화일은 7

월 22일로 조사되어 우화시기는 거의 비슷하였다. 또한 우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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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iasmia cinerearia (Bremer et Grey). A. 1
st

  instar. B. 2
st

  instar. C. 3
st

  instar. D. 4
st

  instar. E. last instar. F. Prepupa. G. Pupa. H. Eggs. I. Adult.

Table 1. Size of Chiasmia cinerearia in each larval development stage

Larva (Mean ± S.E., mm)

1
st
 Instar 2

nd
 instar 3

rd
 instar 4

th
 instar last instar

Head capsule 0.10 ± 0.01 0.50 ± 0.02 1.04 ± 0.10 1.90 ± 0.19 2.52 ± 0.42

Width 0.12 ± 0.01 0.60 ± 0.09 1.00 ± 0.09 1.71 ± 0.25 2.20 ± 0.35

Length 1.28 ± 0.20 6.19 ± 0.68 10.24 ± 0.65 17.82 ± 2.96 24.75 ± 4.60

성기는 1화기는 5월1일, 2화기는 7월 28일로 조사되었다. 우화

기간은 1화기는 15일, 2화기는 14일로 비슷하였다(Fig. 1). 줄

마디가지나방은 5월과 7월에 연 2회 발생하는 해충으로 2화기

때보다 1화기때에 더욱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각 충태별 형태조사

알은 직경 0.5 mm 정도의 크기로 원형이며 흰색을 띤다. 번

데기는 폭 4.5∼5.5 mm, 길이 14∼16 mm 이며 흑갈색을 띠고 

있다(Fig. 2). 부화 유충은 몸길이 1.2 mm 이며, 회화나무 잎 뒷

면 색과 유사한 연녹색이고 2령 유충은 몸길이 약 6.2 mm 정도

로 머리, 가슴, 복부 마지막 마디는 연한 황색을 띠며 나머지 부

분은 연녹색을 띠고 복부 마디마다 검은 점들이 2줄로 배열되

어 있다. 3령 유충은 몸길이 10.2 mm로 전반적으로 연한 황색

을 띠며, 4령 유충은 몸길이 17.8 mm 정도이다. 5령 유충의 몸

길이는 25∼30 mm 정도이며 전반적으로 연녹색을 띠고 있다. 

복부의 옆선은 황색이며 각 마디마다 검은점이 배열되어 있다. 

또한 4령과 5령 유충은 복부의 각 마디에 검은 띠가 있거나 없

는 개체의 변이가 존재하며 이들간의 변이폭은 크다(Table 1, 

Fig. 2).

줄마디가지나방 유충의 령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항온항습 

조건하에서 매일 회화나무 잎을 공급하면서 개체사육하여 유

충들의 령기별 두폭 및 체장을 측정한 결과 총 5령을 거쳐 용화되

는 것이 관찰되었다(Table 1). 성충의 날개편 길이는 30∼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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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uration of egg, larval, pupal and adult development stage under 16L:8D at 25℃ 

Period in days (Mean ± S.E.)

Egg 1
st
 instar 2

nd
 instar 3

rd
 instar 4

th
 instar last  instar Pupa adult

4.58 ± 0.66 3.83 ± 0.71 3.91 ± 0.66 3.25 ± 0.45 4.16 ± 0.71 7.41 ± 0.66 14.6 ± 0.98 6.58 ± 0.79

Table 3. Number of eggs and hatching rate of Chiasmia cinerearia

individuals No. of eggs (Mean ± S.E.) hatching rate

5(♀) 274.8±16.34 92.5%

Stage Jan.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Nov. Dec.

Pupa ◇◇◇ ◇◇◇ ◇◇◇ ◇◇◇ ◇◇ ◇◇◇ ◇◇◇ ◇◇◇

Adult ◆◆◆ ◆◆◆ ◆◆◆ ◆◆◆

Egg ○○○ ○○○ ○○○ ○○

Larva     ●● ●●● ● ●●● ●●●

Fig. 3. Life cycle of Chiasmia cinerearia.

Table 4. Damaged area of Chiasmia cinerearia in Gyeonggi province

City Damaged cites Period of Fisrt Occurrence No. of Damaged trees

Yongin Giheung-dong 2003 40-50

Osan Sucheong-dong 2011 15-20

정도이며 더듬이는 수컷은 미모상, 암컷은 실모양이다(Fig. 2). 

날개는 전반적으로 회갈색을 띠며 내횡선은 뚜렷하다. 내횡선

은 앞날개 전연에서 출발하나 전연 바로 뒤에서 예각으로 꺽여 

후연에 이른다. 외횡선에는 외횡선을 중심으로 흑갈색의 사각

형 무늬가 무리지어 있어 다른 종과 쉽게 구별된다(Fig. 2).

유충의 발육 및 생육기간 조사

줄마디가지나방의 생육기간을 조사한 결과, 유충 기간은 총 

22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종령인 5령의 기간이 7일 정도로 

다른 령기의 유충에 비해 가장 길었다(Table 2). 또한 알은 4.5일, 

번데기 기간은 14일, 성충 기간은 6.5일이 소요되어 총 1세대를 

거치는 생육기간은 모두 47일이 소요되었다(Table 2). 이러한 

발육기간과 성충 우화기간을 고려하면 유충이 회화나무 잎을 

가해하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한 줄마디가지나방의 산란습성을 조사한 결과 주로 잎 위에 

산란하였으며, 이 때 알의 수는 개체당 250∼300개 정도이고 

부화율은 92.5%로 조사되었다(Table 3). 이와 같이 산란수와 

부화율이 높기 때문에 대발생시 가로수나 조경수로 소면적 군

집으로 식재되어 있는 회화나무의 경우 거의 모든 잎이 식해되

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줄마디가지나방의 우화시기 조사, 야외채집 조사, 실내사육

을 통한 유충의 발육조사 등을 토대로 생활사를 분석한 결과 9

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번데기상태로 회화나무 지제부 부근의 

토양에서 월동하였고 4월 초순에 1화기 성충, 7월 초순에 2화

기 성충이 우화하기 시작하여 각각 5월 초와 7월 중순에 우화 

최성기를 보였다. 우화한 성충이 산란하여 부화한 유충은 5월 

중순부터 보이기 시작하였고, 2화기 때에는 7월 말부터 잎을 가

해하기 시작하였다(Fig. 3).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줄마

디가지나방의 지상 약제방제는 유충발생 초기인 5월 중순과 7

월 말이 적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줄마디가지나방은 2003년 경부고속도로 기흥IC주

변 가로수에 처음으로 발생이 확인된 이후 2~3년을 주기로 지

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인근 오산시 

수청동에서도 피해가 확인되어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크게 확

산되어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Table 4), 향후 피해가 확산되어 

대발생시 수목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며, 현

재까지도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 경계해야 할 해충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회화나무는 대부분 대도시의 가로

수나 주택가의 조경수 등으로 식재 되어 있어 화학적 방제보다

는 천적개발 등 친환경 방제방법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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