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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식물과 침투이행성 살충제를 이용한 

토마토 담배가루이 성충 방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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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control of Bemisia tabaci adults in tomato greenhouses using the eggplant as a trap plant with 4 

systemic chemicals. The control effect of dinotefuran SG 50% on tobacco whitefly adults was 80% mortality, the highest than that 

cyantraniliprole, pyridaben and clothianidin, 51.0%, 12.4% and 11.0% respectively when all chemicals with recommended doses were 

used. Dinotefuran was applied at various doses and was observed to be most effective above 200ppm (88.4%)t. The control effect of 

dinotefuran lasted for appromimately nine 9 days and the density of tobacco whitefly adults increased there after.

In field tests, the densities of tobacco whitefly adults on tomato shoots were highest at points 0, 15 and 20 m from the eggplant traps 

and lowest at 5 and 10 m. When the density of tobacco whitefly was low and the eggplants with dinotefuran SG 50% were placed in the

tomato greenhouse at 10 m intervals, the overall density of tobacco whitefly adults was lower. In addition, densities were higher at the

side of the greenhouse than in the interior and further away from the eggplant. When the density of tobacco whitefly was high and the

eggplants with dinotefuran were placed at 5 m intervals, the density of tobacco whitefly at each 5 m point decreased. Theses results 

confirm that the eggplant is an effective trap plant for attracting tobacco whitefly audlts and combined with dinotefuran SG 50% 

decreases the density of tobacco whitefly in tomato green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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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는 시설토마토에서 4가지 침투이행성약제가 사용된 가지를 트랩식물로 활용하여 담배가루이 성충의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침투이

행성약제가 추천된 농도로 사용되었을 때, 담배가루이 성충에 대한 dinotefuran SG 50% 방제효과는 80%로 방제효과가 각각 51.0%, 12.4%, 

11.0%인 cyantraniliprole, pyridaben, clothianidin 보다 높았다. 살충효과가 뛰어난 dinotefuran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200 ppm에서 

살충률이 88.4%로 가장 효과적이었다. Dinotefuran의 방제효과는 가지에 적용된 약 9일까지 지속되었고 그 이후 담배가루이 밀도는 증가하였

다.  포장실험에서 가지 트랩식물로부터 0, 15, 20 m 떨어진 토마토 신초에서의 담배가루이 밀도가 가장 높았고 5 m와 10 m에서 가장 낮았다. 

담배가루이의 밀도가 낮고 dinotefuran SG 50%가 처리된 가지를 10 m 간격으로 투입했을 때, 담배가루이 성충의 밀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또한 담배가루이의 밀도는 하우스 내부보다는 측면에서 밀도가 더 높았고 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밀도가 높았다. 담배가루이 밀도가 높

고 dinotefuran SG 50%가 처리된 가지를 5 m간격으로 투입했을 때, 담배가루이 밀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지는 시설토마토 재배

시 담배가루이 성충을 유인하는데 효과적인 트랩식물이며 dinotefuran SG 50% 과 함께 사용한다면 담배가루이 밀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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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ur systemic chemicals applied to the trap plant 
(eggplant) to control B. tabaci adults

Chemical Formulation
1)

A.I. (%)
2)

Dilution

cyantraniliprole EC 5 2,000

dinotefuran SG 50 5,000

pyridaben WP 20 1,000

clothianidin SC 8 2,000
1)

Formulation: EC, emulsion in water; SG, water-soluble granule; 
WP, wettable powder; SC, suspension concentration.

2)
A.I. : Active ingredient.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는 시설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기주식물의 범위가 넓고 피해양상과 바이러스 

전반 능력의 차이 등으로 형태적 구분이 어려운 여러 생태형

(Biotype)으로 나뉘며, 세계적으로 24개 이상의 생태형이 보고

되어 있다(Perring, 2001; Bedford et al., 1994; EPPO, 2004). 

담배가루이는 시설재배 작물에 직접적인 흡즙에 의한 피해뿐

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매개를 통하여 작물의 수량을 감소시킨

다(Blua and Toscano, 1994; Lee and Barro, 2000). 이러한 생

태형 중 B-biotype과 Q-biotype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Q-biotype은 전 세계적으로 시설원예작물에 황화잎말림

바이러스(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TYLCV) 등 40여종의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tsui, 1995; Brown 

et al., 1995; Berlinger et al., 1996; Rubinstein et al., 1999; Lee 

et al., 2012). 

담배가루이의 방제방법으로 미생물농약이나 천적 등을 이

용하는 생물학적 방제법과 식물추출물이나 천연오일의 살충력

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화학적 방제가 주

를 이루고 있다(Choi et al., 2003; Isman, 2006; Negahban et al., 

2007; Nerio et al., 2009; Lee et al., 2013). 세대가 짧고 발생횟

수가 많은 담배가루이는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발달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imidacloprid, acetamiprid, thiamethoxam에 대한 

저항성이 보고된 바 있다(Devine and Denholm, 1998; Nauen et 

al., 2002; Lee et al., 2012). 특이 이들 3가지 살충제는 neonicotinoid

계 살충제로 1991년 Bayer사에서 최초 개발된 이후 국내에서 

사용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침투이

행성의 장점을 이용하여 담배가루이의 성충과 유충을 동시에 

방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실정이다(Park et al., 

2010). 

이러한 살충제에 대한 담배가루이의 저항성 발달을 저해하

고 화학약제의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충을 유인

하여 방제하는 트랩식물의 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Al-Hitty et al., 1987; Al-Musa, 1982; Cohen and Berlinger, 

1986; Landis et al., 2000). 트랩식물은 주작물의 주변에 심겨지

는 작물로 해충이 주 작물을 탐색하여 공격하는 것을 교란시키

거나 유인하여 밀도를 집중시킴으로 인해 방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Hokkanen, 1991). 

토마토 시설재배지에서 발생하는 담배가루이는 지속적인 

화학방제에도 불구하고 방제가 쉽지 않은 해충으로 농가의 방

제노력이 요구되는 해충이기 때문에 이 해충의 방제 효율을 극

대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제체계가 요구된

다. 선행 연구에서 담배가루이 성충은 토마토에 비하여 가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고 가지를 담배가루이 성충의 트랩식

물로 이용 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다(Choi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우리는 트랩식물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침투

이행성 살충제를 선발하여 트랩식물과 침투이행성 살충제를 

동시 활용한 담배가루이 성충의 유인·유살 효과를 실내와 실외 

포장에서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내실험에 사용한 담배가루이는 2012년 충남 부여의 토마

토 재배단지에서 채집된 담배가루이를 실내에서 누대사육 하

였으며, 실내 사육조건으로 온도는 25±2℃, 광주기는 16:8(L:D), 

상대습도는 50~60%를 유지하였다. 실내실험에 사용된 아크릴 

케이지의 규격은 너비 45×65×55 cm의 케이지를 활용하였고 

양 측면에는 담배가루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가 유동할 

수 있도록 80 mesh의 스테인레스 망을 설치하였으며 케이지 

입구는 80 mesh의 천을 이용하여 시료의 투입구를 두었다. 토

마토(베타티니
®
)와 가지(흑원경가지

®
)는 플라스틱화분(ø 12×10.5 

cm)에서 육묘하였고 초장은 동일하게 15~20 cm의 유묘를 실

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완전임의배치법으로 3반복 처

리하여 실시하였다. 

침투이행성 살충제 선발

선행 연구(Choi et al., 2015)에서 선발된 가지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침투이행성 살충제를 선발하기 위하여 토마토에 담배

가루이 방제를 위하여 등록된 4가지 살충제 cyantraniliprole 

EC 5%, dinotefuran SG 50%, pyridaben WP 20%, clothianidin 

SC 8%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살충제에 대한 유효성분의 함량

과 토마토에서의 희석배수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추천

농도로 살충제를 처리하기 1일전 아크릴 케이지 내에 500마리

를 방사하고 다음 날 살충제 처리 전 사전 밀도를 조사하였으며 

살충제 처리 후 가지에 남아 있는 생충수를 3일 후 조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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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사충률(%)로 표기하였다.

보정사충률(%)＝
약제처리전 생충수－약제처리후 생충수

약제처리전 생충수

× 100－무처리평균사충률

4가지 침투이행성 살충제 중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살충제

에 대해서는 담배가루이 성충에 대한 최적 희석농도를 찾기 위

해 농도를 달리하여 가지에 침투이행시켜 가지로 유인된 담배

가루이 성충의 살충효과를 조사하였고 담배가루이 성충의 사

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충제의 잔효기간을 조사하였다. 살

충제 처리 전 200마리의 담배가루이 성충을 케이지에 넣은 가

지 유묘에 방사하고 1일 후 사전 밀도를 조사하였다. 농도별로 

포트에서 살충제가 흘러나올 정도인 포트당 100 ml의 충분한 

양을 관주처리 하였으며 살충제 처리 3일 후 가지에 남아 있는 

생충수를 조사하였고 사충률(%)로 표기하였다.

사충률(%)＝
약제처리전 생충수－약제처리후 생충수

× 100
약제처리전 생충수

담배가루이 성충의 사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충제의 잔

효기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지유묘에 살충제를 처리한지 1일

된 것부터 10일된 가지를 아크릴케이지에 넣고 담배가루이 성

충 200마리를 방사한 후 3일 동안 생충수를 조사하였다. 살충

제 처리된 가지 유묘는 수돗물로 수분을 보충해 주었다. 

트랩식물과 침투이행성 살충제 혼용효과 실내검정

토마토와 트랩식물인 가지를 함께 아크릴케이지 내에 10 cm 

간격으로 두고 침투이행성인 4가지 살충제를 각각의 가지 유묘

에 추천농도로 충분히 관주처리하였다. 토마토에는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담배가루이 성충 500마리를 처리 1일 후 방사하였

다. 아크릴케이지에 방사한 담배가루이 성충이 가지로 유인되

어 유살 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살충제 처리 3일 후 식물

체에 붙어 있는 성충수를 조사하였다.

트랩식물과 침투이행성 살충제 혼용효과 실외검정

트랩식물인 가지와 침투이행성 살충제를 동시 활용한 시설

토마토 재배포장에서 발생하는 담배가루이 성충의 살충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실내실험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했던 살충제를 

사용하였다. 트랩식물로 활용한 가지는 비닐하우스에서 12각 

9호분(ø33×24 cm)에 높이 1 m까지 재배하여 사용하였고, 재

배기간 동안 진딧물과 나방 등의 가지를 가해하는 해충의 피해

를 막기 위하여 80 mesh 의 망으로 제작한 직육면체 케이지 내

에서 육묘하였다. 

가지의 담배가루이 유인거리 조사는 충남 예산군 창소리에 

위치한 농가 시설하우스(길이 100 m) 3개소에서 가지가 위치

한 하우스 입구로부터 내부로 5 m 간격으로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7일 간격 3회 조사하였다. 

가지와 침투이행성 살충제를 이용한 담배가루이 방제효과 

조사는 트랩식물로써 미리 육묘해둔 1 m 초장의 가지를 시험

포장에 투입 하기 1일 전 선발약제를 관주처리하고, 그 다음 날 

토마토 하우스 포장에 투입하였다. 시험포장은 충청남도 예산

군 간양리에 위치하는 농가 비닐하우스(2015년 6월 25일 정식)

과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내의 비닐하우스(2015년 5월 21일 정식)로 하였다. 농가 포장

의 경우는 담배가루이 대 발생 포장이었고 과채연구소 내의 포

장은 소 발생 포장이었다. 가지의 투입거리는 담배가루이 발생

량에 따라 달리하였는데, 대 발생한 농가 포장의 경우 10 m 간

격으로 하였고 소 발생한 과채연구소 포장은 20 m 간격으로 하

였다. 담배가루이 밀도 조사는 토마토 신초부위 3엽을 조사하

였는데, 가지가 투입된 지점으로부터 농가 포장은 농가포장은 

5 m 간격, 과채연구소 포장은 2 m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침투이행성 살충제 선발

토마토에 등록된 4가지 침투이행성 살충제인 cyantraniliprole 

EC 5%, dinotefuran SG 50%, pyridaben WP 20%, clothianidin 

SC 8% 중에 dinotefuran SG 50%의 72시간 후 사충률이 80.0%

로 가장 높았으며 무처리 사충률은 3.1%였다. cyantraniliprole 

EC 5%는 51.0%의 사충률을 보였고 나머지 두 살충제는 20% 

이하의 낮은 사충률을 보였다(Fig. 1). 

4가지 침투이행성 살충제 중 방제효과가 가장 우수했던 

dinotefuran SG 50%의 농도별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천농도인 100 ppm에서는 61.4%의 다소 낮

은 살충효과를 보였고 200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유의차 없

이 85% 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다(df=3, F=47.3, P<0.001). 

Dinotefuran SG 50%의 약제처리 후 경과일수별 생충수를 

조사한 결과, 담배가루이를 접종한지 1일 이후 생충수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일째부터 전체적으로 생충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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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tality rates of B. tabaci adults attracted to eggplants 
dosed with four systemic chemicals (observed three days after 
treatment was applied, P=0.05).

Table 2. Mortalty rates of B. tabaci adults attracted to eggplants 
with dinotefuran SG 50% at different dilution rates (observed 
three days after treatment)

Systemic 

chemical

Dilusion 

rate

Application rate

(ppm)

Mortality

(Mean ± SD)

Dinotefuran 

SG 50%

500 1,000 89.6 ± 1.1 a
1)

1,000 400 90.6 ± 3.3 a

2,000 200 88.4 ± 4.3 a

5,000 100         ± 4.4 b
1)

The same letters in each column denote that the mea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LSD -test  in SAS 2004).

Fig. 2. Densities of B. tabaci adults on eggplants and eggplants + 
dinotefuran SG 50% over time (observed one to three days after 
treatment was applied, P=0.05).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2). Bae et al. (2013)은 침투이행성 

살충제가 토마토에 잔류했을 때의 꿀벌 독성 시험에서 dinotefuran 

입제가 처리된 후 14일째에 엽상 잔류량이 최고조에 이른다 하

였다. 또한 Lee et al. (2009)는 오이에 처리된 dinotefuran과 

thiaclopid의 잔류량 조사에서 7일째 식물체내에서의 소실율이 

dinotefuran의 경우는 81.2%로 95.7%인 thiacloprid보다 낮은 

소실율을 보인다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7일째 에서도 낮은 농

도로도 dinotefuran의 잔류가 존재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dinotefuran이 가지에 침투이행되었을 때 담배가루이 성충의 

생충수 감소가 8일까지 유지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으나 잔류량이 사충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침투이행된 살충제가 치사효

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농도에서 곤충의 섭식저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섭식 저해현상이 지속될 경우 곤충이 굶는 시간

이 증가하여 결국 산란력이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orden and McEwen, 1984). 또한 Seo et al. 

(2009)은 imidacloprid와 dinotefuran을 이용한 복숭아혹진딧

물의 섭식행동 연구를 통해 dinotefuran이 imidacloprid 보다 

잎에 잔류되는 농도가 높으나 복숭아혹진딧물의 반응 정도는 

더딘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dinotefuran이 침투된 가지로 유인

된 담배가루이 성충도 이를 섭식하고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토콘드리아 콤플렉스 1의 전자전달 저해제로 알려져 있는 

pyridaben은 긴 잔효성을 갖는 살충제로 응애류와 온실가루이 

방제약제이다(KCPA, 2008). Kwon et al. (2008)은 고추에서 

emamectin benzoate와 pyridaben의 잔효성에 대한 담배가루이

의 섭식행동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살충제 처리 후 우수한 약효

가 인정되었으나 7일 차에서 살충제 잔효성이 떨어지면서 다시 

담배가루이가 구침행동을 보인다 하였다. 이는 Kwon (2008)

이 채집한 시험곤충으로 경남 밀양 고추 밭에서 발생한 담배가

루이가 pyridaben에 감수성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충남 부

여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배가루이의 살충제 중에 상표명

이 산마루로 표기된 살충제가 많이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실험에 사용한 충남 부여에서 채집된 담배가루이는 아마도 

pyridaben에 저항성을 가진 종이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었

다. clothianidin은 dinotefuran과 같은 Neonicotinoid계 살충제

나 동일한 기준량을 처리할 경우 식물체에 남아있게 되는 잔류

량은 다른 살충제에 비하여 낮으나 2배량과 4배량을 처리했을 

때는 dinotefuran과 동일한 잔류량을 보임이 보고된바 있다

(Bae et al., 2013). 또한 clothianidin을 가지에 침투 이행시켰을 

때 담배가루이가 기피하는 영향이 없이 무처리 가지만큼 담배

가루이 성충을 효과적으로 유인했기 때문에 살충 효과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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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bers of B. tabaci adults attracted to and surviving on eggplants+systemic chemicals and tomato plants (observed three days 
after treatment was applied, P=0.05).

수 있는 농도 실험이 추가된다면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트랩식물과 침투이행성 약제 혼용효과 실내검정

침투이행성 살충제인 cyantraniliprole EC 5%, dinotefuran 

SG 50%, pyridaben WP 20%, clothianidin SC 8%이 침투이행

된 가지를 토마토와 같이 케이지에 두었을 때, 가지의 담배가루

이 생충수는 dinotefuran SG 50%을 처리했을 경우 가장 낮았

고, 나머지 약제들은 무처리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토마토 내에 남아 있는 담배가루이 성충의 밀

도는 무처리 구에서 오히려 가장 낮았으며 살충효과가 가장 뛰

어났던 dinotefuran의 경우 토마토에서의 담배가루이 밀도는 

오히려 무처리구 보다 높았다(Fig. 3). 선행 연구에서 토마토와 

가지에 대한 2-way choice test를 수행했을 때 80.3%가 가지로 

유인되는 양상을 보였으나(Choi et al., 2015), dinotefuran SG 

50%를 가지에 처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토마토에 남아 있는 

담배가루이 성충의 밀도가 다수 존재하였다. Cyantraniliprole 

EC 5%는 뚜렷한 살충효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가지로의 담배

가루이 유인수 또한 낮았다. Cyantraniliprole은 anthran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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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nsities of B. tabaci adults on tomato plants positioned at 
5 m intervals from eggplants (P=0.05).

diamide계 살충제로 Dupont Co.에서 개발하였으며 Ryanodin 

receptor (RyRs)와 바인딩하여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다량 방

출시킴으로써 근육세포의 조절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곤충 근육

의 수축이나 체내의 근육마비를 일으키는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고 담배가루이를 비롯하여 아메리카잎굴파리, 나무이류, 매

미충류, 총채벌레류, 나방류, 노린재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ahm et al., 2005; Cordova et al., 2006; Sattelle 

et al., 2008; Jaconson and Kennedy, 2011; Liu et al., 2012; 

Yadav et al., 2012; Misra, 2013). Kwon and Youn (2014)은 담

배가루이가 토마토 잎을 섭식할 때 나타나는 섭식행동을 EPG

기술을 이용해 cyantraniliprole 약제의 담배가루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담배가루이 섭식을 저해하거

나 기피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같

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Dinotefuran은 1998년 개발

되어 광범위한 흡즙성 해충 방제에 이용되어 왔고 포유동물과 

환경에 저독성을 보이며, 시냅스 연접 후막의 아세틸콜린 수용

체와 결합함으로써 신경전달을 저해하는 작용기작을 보인다

(Mizell and Sconyers, 1992; Leicht, 1993; Kim et al., 2005; 

Youn et al., 2003). Dinotefuran과 같은 그룹의 작용기작을 보

이는 imidacloprid는 저농도에서 진딧물의 감로분비량의 저하

나, 무게의 저하, 섭식하지 않고 먹이를 찾는 행동을 관찰함으

로써 살충제로써의 역할보다 상당한 항섭식성 특성이 보여 진

딧물에 대한 살충제라기보다는 기피제나 항섭식제로 작용한다

고 보고된 바 있다(Nauen, 1995; Knaust and Poehling, 1994). 

Seo et al. (2009)은 EPG를 이용하여 dinotefuran에 대한 복숭

아혹진딧물의 섭식행동을 조사한 결과, dinotefuran과 imidacloprid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딧물의 비탐침시간(구침을 빼고 있

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구침을 빼다가 다시 섭식을 재배하

려는 전기적 연결신호의 횟수에 있어서는 농도별 차이가 없었

고 저 농도에서 더 섭식행동을 재개하려는 신호를 보임으로써 

살충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숭아혹진딧물과 같은 목에 속하는 담배가루이 성충을 이

용한 토마토와 가지의 유인효과를 비교해 볼 때 dinotefuran이 

처리되지 않은 가지 보다 처리된 가지에서 담배가루이 성충의 

개체수가 낮다는 것은 비탐침 행동에 의한 기피현상으로 살충

제가 처리되지 않은 토마토로 일부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러한 현상이 cyantraniliprole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3

일간의 조사가 추천농도로 처리된 dinotefuran과 cyantraniliprole

의 살충효과를 기대하기에 너무 짧았고, 토마토와 가지를 케이

지 내에 함께 두었던 것으로 인하여 비탐침 행동 이후 탐침의 

재개를 위해 기주를 탐색하면서 다시 토마토로 이동했을 가능

성을 배재 할 수 없었다. 가지로 침투이행된 살충제를 섭식한 

담배가루이가 다시 토마토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감로분비나 

산란의 저하 등 생물학적 저해로 인하여 개체수가 감소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지와 dinotefuran, cyantraniliprole

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살충제의 적용 농도와 담배가루이의 생

물학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는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여겨진다. 

트랩식물과 침투이행성 살충제 혼용효과 실외검정

담배가루이 성충 방제를 위한 트랩식물인 가지와 침투이행

성 살충제 혼용을 위해 토마토 시설재배지 내에 가지를 투입하

고 거리별 담배가루이 밀도를 조사한 결과, 가지로부터 10 m 

거리의 밀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15 m부터 다시 밀도가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4). 실내검정 실험에서 가지가 토마

토에 비하여 80.3%의 담배가루이 성충을 유인한다는 결과보

다는 다소 낮게 유인됨을 확인하였다. Chung et al. (2013)은 담

배가루이가 외부로부터 주로 유입되기 때문에 온실에 방충망

을 설치하면 담배가루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하였다. 가지

를 하우스 입구에 설치하여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담배가루이 

밀도를 조사한 것은 아마도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은 농가 포장

의 경우, 담배가루이가 하우스 측면으로 유입되어 들어 왔기 때

문에 가지로 유인되기 전에 토마토 잎에 머물게 되면서 실내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가지를 하우스에 투

입시킬 경우 하우스 측면에 가지를 설치하는 것이 유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트랩식물인 가지를 토마토 시설하우스의 양쪽 측면

에 투입하고 투입된 가지로부터 거리별 담배가루이 밀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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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nsities of B. tabaci adults on tomato plants at 2 m 
intervals from eggplants in tomato greenhouse house (when the 
density of B. tabaci is low, P=0.05).

사하였다. 담배가루이가 낮게 발생한 과채연구소 포장의 경우, 

하우스 측면에서 담배가루이의 밀도가 가장 높았고 가지 주변 

토마토 잎에서 더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었다. 담배가루이가 대 

발생한 농가포장의 경우도 과채연구소 포장과 동일하게 하우

스 측면에서 담배가루이 밀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가지 투입 초

반에는 가지로부터 5 m 떨어진 지점의 토마토에서도 높은 밀

도의 담배가루이가 확인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지가 위치한 지점의 토마토에서는 하우스 측

면이나 내부 모두에서 담배가루이 밀도 변화가 적은 양상을 보

였다(Fig. 5). 

트랩식물을 이용한 해충관리 전략은 해충의 밀도를 집중시

켜 방제의 효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가지는 

토마토에 비하여 담배가루이 성충을 더 잘 유인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포장 내에 적용하여 담배가루이를 유인하고 화

학약제를 가지에 침투 이행 시켜 유인된 담배가루이 성충의 살

충효과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의 저하를 유발하여 개체수

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토에 등록된 침투이

행성 살충제 중 dinotefuran SG 50%의 방제효과가 가장 우수

하였으나 살충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지에서 담배가루이 

성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약제가 처리

된 가지에서 일차적으로 섭식행동이 이루어졌다면 장기적으로

는 번식력 감소 등 생물학적 특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Cyantraniliprole의 경우 담배가

루이 성충에 대한 방제효과는 51.0%로 다소 낮게 유지되었으

나 담배가루이 성충에 대하여 섭식 저해 또는 기피 작용이 있음

을 감안 한다면 dinotefuran과 동시에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트랩식물인 가지와 침투이행성 살충제인 dinotefuran를 동

시에 활용하여 담배가루이를 유인·방제하는 목적으로 토마토 

시설하우스에 사용할 경우, 담배가루이가 하우스 측면과 입구

에서 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설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

다. 또한 담배가루이의 밀도가 높을 경우 보다는 낮은 시기에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방제효과는 더 우수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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