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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insecticidal susceptibility of western flower thrip, Frankliniella occidentalis, which

damage horticultural crops in the Gyeonggi area. Bioassays were conducted under laboratory and greenhouse conditions by using the 

recommended concentrations of commercial insecticides being used for the control of thrips. 

Neonicotinoid insecticides, especially acetamiprid (8%) soluble powder (SP), clothianidin (8%) SC, imidacloprid (10%) wettable 

powder (WP) and thiacloprid (10%) water dispersible granule (WG) were not toxic to F. occidentalis collected from horticultural crops.

However, F. occidentalis collected from vegetable greenhouses was extremely susceptible to acetamiprid + spinetoram (6 + 4%) 

suspension concentration (SC), clothianidin + spinetoram (6 + 4%) SC and methoxyfenozide + spinetoram (6 + 4%) SC, which resulted

in over 90% control of thrips. In the greenhouse test, spinetoram (5%) WG, which caused 100% F. occidentalis mortality in the laboratory

test, showed 87.4, 88.0, and 98.3% control at 3, 6, and 9 days after treatment, respectively, while imidacloprid (10%) WP showed below

44% control.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spinosin insecticides, such as more than over 4 and 10% of spinetoram and spinosad, and pyrrole 

insecticide, such as 5% chlorfenapyr, are recommended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F. occid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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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기지역 원예작물 시설재배지에 발생하는 꽃노랑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에 대한 약제 감수성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acetamiprid (8%) SP, clothianidin (8%) SC, imidacloprid (10%) WP, thiacloprid (10%) WG와 같은 네오니코티노

인드계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과채류 재배지 채집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 acetamiprid + spinetoram (6+4%) SC와 

clothianidin + spinetoram (6+4%) SC, methoxyfenozide + spinetram (6+4%) SC가 90% 이상의 살충활성을 보였다. 실내에서 꽃노랑총

채벌레에 살충효과가 높았던 약제를 대상으로 채집지역과 대상작물을 동일하게 화성지역 오이 시설재배지에서 포장검정을 수행한 결과 

spinetoram (5%) WG의 경우 약제 처리 3, 6, 9일 경과 후 방제효과는 87.4, 88.0, 98.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imidacloprid (10%) 

WP는 약제 처리 3, 6, 9일 경과 후 방제효과는 1.7, 24.1, 43.6%로 나타나 실내검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원예작물 꽃노랑총채

벌레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 선택의 폭이 좁은 가운데, 스피노신계와 피롤계의 약제들이 타 계통의 약제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구

체적으로는 스피노신계의 spinetoram과 spinosad의 함량을 각각 4, 10% 이상 함유하거나 피롤계의 chlorfenapyr가 5% 이상 함유된 단제 또는

혼합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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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벌레류는 대표적인 식식성(phytophagous) 곤충으로 세

계적으로 다양한 원예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해충이다. 

세계적으로는 5,000여종 이상의 총채벌레가 보고되어 있는데, 

이중 87종이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mirozer et al., 2012). 성충이나 유충이 꽃이나 과실, 잎들을 

섭식하거나 산란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생육은 물론 상처나 반

점 등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

년까지 24종의 총채벌레가 보고되다가 1990년에는 63종으로 

지속적인 분류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데(Woo et al., 1991), 

1960년대 이후 농업생태계에 다양한 작물의 유입과 작부체계

의 전환, 특히 원예작물의 재배양식이 노지에서 항온, 항습, 고

온조건의 시설로 바뀌면서 총채벌레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Woo, 1972).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는 미국 서부지

역이 원산지로 1970년대부터 원예작물의 국제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종이다(Demirozer et al., 

2012, Minakuchi et al., 2013). 중국의 경우 2000년, 호주의 경

우 1993년에 처음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Li et al, 

2016; Grant and Tanya, 2005), 국내에는 1993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현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Park 

et al., 2007). 꽃노랑총채벌레의 경우 경제적 요방제 수준이 토

마토의 경우 꽃 당 성충 한 마리이며, 고추나 가지, 오이, 딸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밀도에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해충이다(Park et al., 2007). 총채벌레는 먹이 섭식과정에

서 많은 종들이 식물 바이러스를 매개하면서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꽃노랑총채벌레는 INSV 

(impatiens necrosis spot virus), CSNV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TSWV (tomato spotted wilt virus)와 같은 식

물바이러스의 주요 매개 종으로 알려져 있다(Barker, 2002; 

Boonham et al., 2002; Demirozer et al., 2012). 이 중 TSWV는 

작물뿐만 아니라 잡초 등 900여종 이상의 식물에 감염이 확인

되어 있는데 감염된 식물체에서 총채벌레류의 증식은 더욱 활

발해질 뿐만 아니라 성충은 대물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러

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총채벌레는 TSWV에 

감염된 식물체에 더 유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물 재배지

에서 꽃노랑총채벌레는 주요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다(Demirozer 

et al., 2012).

세계적으로 꽃노랑총채벌레를 방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적 방제가 일반적

이다. 그러나 장기간 화학적 방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많은 부작

용들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약제 저항

성 개체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살충제에 대한 꽃노랑총체벌레의 

저항성은 1961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세계적으로 많은 사

례가 발표되고 있다(Gao et al., 2012; Jensen, 2000). 유기인계

나 카바메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화학

농약에 대한 꽃노랑총채벌레의 단일 또는 교차, 복합 저항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꽃노랑총채벌레 방제용 살충제의 

첫 교차저항성 보고는 카바메이트계인 methiocarb 저항성 개

체가 유기인계인 acephate와 dichlorvos에 고도의 저항성을 보

였던 사례이다(Brødsgaard, 1994). Gao et al. (2012)에 의하면 

국내에서 총채벌레류와 가루이류, 나방류 방제약제로 이용되

고 있는 스피노신계 spinosad의 경우 1998년 일본에서 14배, 

2003년 스페인에서 13,500배 이상, 2006년 중국에서 80.8배의 

고도저항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Yu et al. (2002)

이 지역별 장미 재배지에서 채집된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살

충제 감수성 조사에서 고양과 김해 집단이 chlorfenapyr와 

phenthoate의 LC50값이 현저히 높았음을 보고한 것이 첫 보고

이다. 이어 Choi et al. (2005)이 시설재배지에서 채집한 꽃노랑

총채벌레의 약제저항성 모니터링 결과 네오니코티노이드계통인 

imidacloprid와 thiamethoxam의 저항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꽃노랑총체벌레는 한번 획득한 약제 저항성이 해당 약제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아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고, 또한 

병리학적 관점에서 총채벌레가 식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시

간은 매우 짧아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약제로는 총채벌레 방

제는 물론 식물 바이러스병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Demirozer et al., 2012).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가 우

수한 농자재의 선발과 개발 등 꽃노랑총채벌레를 방제하기 위

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지역 

원예작물 재배지에 발생하는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약제 감

수성 검정을 통하여 종합적 방제 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곤충

시험곤충인 꽃노랑총채벌레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

기지역 주요 원예작물 재배지 11지점에서 채집된 집단을 사육

실 조건에서 사육하면서 이용하였으며, 채집지역과 작물, 피해

도, 주요 발생 종은 Table 1과 같다. 작물에 대한 총채벌레의 피

해도가 적었던 연천, 이천 등에서 채집한 총채벌레류는 종 분류

만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꽃노랑총채벌레 집단은 다른 지역 집

단과의 격리 등을 고려하여 바로 생물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2,000~3,000마리의 개체수를 확보하였고, 파라필름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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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ccurrence area, host plants and species of thrips in horticultural crop greenhouse 

Area Host plant Degree of severity
a

Collection
Species

F. occidentalis F. intonsa T. palmi

Go-yang Chrysanthemum *** ○ ○ ○ -

An-seong Cucumber **** ○ ○ ○ -

Yeo-ju Egg plant *** ○ ○ ○ -

Yeon-cheon Chrysanthemum * - ○ - -

Su-won Cucumber *** ○ ○ - -

Yong-in Chrysanthemum *** - ○ ○ -

I-cheon Chrysanthemum * - ○ -

Pyeong-teak Chrysanthemum ** ○ ○ ○ -

Hwa-sung Chrysanthemum **** ○ ○ ○ -

Hwa-sung Cucumber *** ○ ○ -

Hwa-sung Rose *** ○ ○ ○ ○

a
*: very rare; **: rare; ***: common; ****: Severe; *****: very severe.

봉된 곤충사육케이지(30×30×30 cm)에 유지하면서 채집 후 24

시간 이내에 시험에 이용하였다. 저항성 수준의 비교를 위해 상

대적 감수성인 꽃노랑총채벌레 계통을 2015년 농촌진흥청 농

산물안정성부 작물보호과 곤충사육실에 분양 받은 개체를 이

용하였다. 지역별 채집 또는 감수성 꽃노랑총채벌레 집단의 실

내유지를 위해 3~4일 동안 물에 불린 강낭콩 종자의 떡잎을 떼

어 물에 젖은 여과지가 깔린 insect breeding dish (50×15 mm, 

SPL 310050
®
)위에 올려 먹이로 제공하였으며, 사육실 조건은 

온도 25 ± 1℃, 습도 50~60%, 광주기 16L:8D로 유지하였다. 

시험약제

시험에 사용된 살충제는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최근 시판되

고 있는 제품으로 단제 12종, 합제 8종을 사용하였다(KCPA, 

2015). 

살충활성 실내검정

꽃노랑총채벌레의 약제 감수성 검정은 잎 침지법을 이용하

였다. 각 살충제를 추천 희석배수로 희석한 후 미리 잘라 놓은 

오이 잎 절편을 30초간 침지, 1시간 음건하였다. Insect breeding 

dish (50×15 mm, SPL 310050®)에 원형 탈지면을 깔고 증류수

로 충분히 적신 후 음건된 잎 절편을 넣고 꽃노랑총채벌레 성충

을 15~20마리씩 부드러운 붓을 이용해 접종한 후 파라필름으

로 wrapping하였다. 접종 24시간 후 사충수를 조사하였는데, 

붓으로 건드렸을 때 몸길이만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시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사충

률(%)은 사충수를 총마리수로 나눈 후 곱하기 100을 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무처리의 사충률(%)을 구한 후 처리구 사충

률에서 무처리구 사충률을 빼어 보정 사충률을 구하였다. 보정 

사충률이 음의 값을 가질 때는 0으로 표기하였다. 

방제효과 포장검정

실내검정에서 꽃노랑총채벌레 살충활성이 우수했던 약제

(spinetoram 5% WG) 에 대한 포장검정은 관행약제(imidacloprid 

10% WP)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이중 비닐하우스

(175 m
2
)에서 수행하였다. 오이(백다다기)는 꽃노랑총채벌레 

자연발생을 고려하여 비닐멀칭을 하지 않았으며, 넓이 100 cm

의 두둑을 만들고 재식거리 45 cm로 2016년 4월 6일 정식하였

다. 처리약제는 꽃노랑총채벌레의 밀도가 반복당 50마리를 초

과하는 6월 7일 살포하였는데, 실내검정에서와 같이 추천농도

로 희석하여 약액이 충분히 흐르도록 살포하였다. 약제처리 3, 

6, 9일 후에 반복당 5주를 대상으로 총 15주에 발생한 꽃노랑총

채벌레 생충수를 조사하였으며, 포장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판되고 있는 단제 12종의 살충제들을 추천농도로 처리했

을 경우 경기지역 원예작물 재배지에서 채집한 꽃노랑총채벌

레 성충의 사충률은 Table 2-1, 2-2와 같다. 전반적으로 과채류 



182   Korean J. Appl. Entomol. 56(2): 179~186 (2017)

Table 2-1. Susceptibilities of Frankliniella occidentalis adult populations collected from vegetable fields to 12 single formulation 
insecticides

Insecticide
% mortality (mean ± SD) / population

An-seong (Cu
a
) Hwa-seong (Cu) Su-won (Cu) Yeo-ju (E

b
) S-strain

Antibiotics

Emamectin benzoate (2.15) EC 59.8 ± 13.3 63.5 ± 20.9 96.7 ± 0.0 100 100

Diamides

Cyantraniliprole (10.26) OD 15.0 ± 13.2 5.8 ± 5.0 36.7 ± 26.5 21.6 ± 17.0 49.6 ± 19.4

Neonicotinoids

Acetamiprid (8) SP 14.1 ± 7.4 24.8 ± 17.3 57.9 ± 10.2 43.5 ± 10.4 84.1 ± 16.7

Clothianidin (8) SC 11.1 ± 19.2 20.6 ± 12.5 36.7 ± 10.0 70.6 ± 4.2 90.4 ± 7.0

Imidacloprid (10) WP 31.7 ± 16.1 41.1 ± 25.0 49.4 ± 29.9 26.3 ± 15.9 52.8 ± 4.8

Thiacloprid (10) WG 33.8 ± 15.9 23.7 ± 19.2 85.0 ± 12.6 53.7 ± 3.2 94.1 ± 6.3

Niacins

Flonicamid (10) WG 6.7 ± 5.8 3.3 ± 5.8 30.0 ± 20.8 46.3 ± 11.6 47.3 ± 8.8

Spinosins

Spinetoram (5) WG 97.4 ± 4.4 100 96.7 ± 0.0 100 100

Spinetoram (5) SC 97.2 ± 4.8 89.6 ± 2.5 96.7 ± 0.0 80.7 ± 5.4 100

Spinosad (10) WG 100 92.6 ± 12.8 87.0 ± 10.0 100 100

Spinosad (10) SC 68.3 ± 48.5 100 93.3 ± 5.8 100 100

Pyrroles

Chlorfenapyr (5) EC 97.6 ± 4.1 96.7 ± 5.8 90.0 ± 11.5 100 100

a
Cu; Cucumber, 

b
E; Egg plant.

Table 2-2. Susceptibilities of Frankliniella occidentalis adult populations collected from flower plant fields to 12 single formulation 
insecticides

Insecticide
% mortality (mean ± SD) / population

Go-yang (Ch
a
) Hwa-seong (Ch) Hwa-seong R

b
Pyeong-teak (Ch) S-strain

Antibiotics

Emamectin benzoate (2.15) EC 84.4 ± 7.4 4.8 ± 4.2 47.6 ± 15.3 56.4 ± 14.3 100

Diamides

Cyantraniliprole (10.26) OD 12.7 ± 3.8 8.4 ± 7.3 9.1 ± 11.7 57.6 ± 16.5 49.6 ± 19.4

Neonicotinoids

Acetamiprid (8) SP 11.2 ± 2.8 0 35.0 ± 13.7 37.3 ± 11.3 84.1 ± 16.7

Clothianidin (8) SC 7.8 ± 1.2 20.8 ± 19.4 52.5 ± 32.1 0 90.4 ± 7.0

Imidacloprid (10) WP 4.9 ± 4.3 5.4 ± 4.8 12.8 ± 12.5 17.0 ± 11.2 52.8 ± 4.8

Thiacloprid (10) WG 16.5 ± 6.7 4.9 ± 4.3 43.2 ± 10.8 20.8 ± 14.4 94.1 ± 6.3

Niacins

Flonicamid (10) WG 12.6 ± 3.6 0 25.4 ± 22.5 18.5 ± 6.4 47.3 ± 8.8

Spinosins

Spinetoram (5) WG 44.4 ± 9.6 26.9 ± 9.0 79.2 ± 7.7 88.4 ± 10.1 100

Spinetoram (5) SC 83.2 ± 14.7 56.8 ± 10.7 57.3 ± 21.5 60.5 ± 18.0 100

Spinosad (10) WG 63.5 ± 15.3 40.9 ± 13.3 62.4 ± 7.7 46.7 ± 9.2 100

Spinosad (10) SC 55.9 ± 10.6 54.4 ± 20.4 59.9 ± 30.4 59.1 ± 18.1 100

Pyrroles

Chlorfenapyr (5) EC 80.2 ± 17.2 53.7 ± 20.0 96.7 ± 5.8 81.1 ± 9.3 100

a
Ch; Chrysanthemum, 

b
R;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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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 대비 화훼류 재배지 꽃노랑총채벌레 집단의 살충제 감

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화성지역에서도 작목의 종

류에 따라 살충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오이에서 채집

한 집단에 대해 spinetram 5% WG와 spinosad 10% WG, spinosad 

10% SC, chlorfenapyr 5% EC는 추천농도에서 90% 이상의 살

충활성을 보인 반면, 국화에서 채집한 집단에 대해서는 90% 이

상의 살충활성을 보인 약제가 없었고 다만 장미에서 채집한 집

단에 대해 chlorfenapyr 5% EC 만이 96.7%의 살충활성을 보였

다. 한편, 디아마이드계인 cyantraniliprole 10.26% OD와 니아

신계인 flonicamind 10% WG는 감수성 계통에서도 50% 미만

의 낮은 살충활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시험한 꽃노랑총채벌레 집단은 재배작물과 재

배지역에 관계없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에 대해 두드러지

게 높은 저항성을 나타났다. 유효성분별로는 acetamiprid 8% 

SP, clothianidin 8% SC, imidacloprid 10% WP, thiacloprid 

10% WG의 평균 살충활성이 40% 미만인 각각 28.0, 27.5, 23.6, 

35.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스피노신계의 spinetoram

과 spinosad 입상수화제와 액상수화제는 과채류 재배지 꽃노

랑총채벌레 대하여, 피롤계의 chlorfenapyr 유제는 국화 재배

지(고양, 화성, 평택) 꽃노랑총채벌레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의 높은 살충활성을 보였다. 또한 살충활성이 높았던 

스피노신계와 피롤계 약제의 경우 과채류 재배지 채집 꽃노랑

총채벌레에 대한 살충률은 68.3~100%로 평균 93.7%로 높았

던 반면 화훼류 재배지 채집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살충률은 

40.9~88.4%로 평균 59.2%로 낮아 약제 살포시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과채류 재배지 대비 상대적으로 약제 살포횟수와 

살포량이 많은 화훼류 재배지에서는 스피노신계의 약제에 대

해 이미 저항성 꽃노랑총채벌레가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약제들 중 살충범위가 넓

은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피레스로이

드계 약제들에 대한 저항성은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Gholami and Sadeghi, 2016; Gao et al., 2012; Bielza et al., 

2007; Choi et al., 2005; Yu et al., 2002; Jensen, 2000; 

Brødsgaard, 1994),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약제들에 대한 낮은 방제효과도 문제지만 저항성 

획득과정에서 생태적으로 우위에 있는 개체들이 출현할 가능

성이 있다. 실제로 피레스로이드계 약제 중 하나인 acrinathrin

에 저항성을 획득한 꽃노랑총채벌레 계통의 경우 감수성 계통

에 비해 번식력과 발육, 수명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Bielza et al., 2007), Choi et al. (2001)은 살충제 저항성 해충의 

경우 해독효소와 대사작용의 활성화로 배설이 촉진되어 결국 

약제의 체내 잔류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약제들의 감수성 저하는 살포횟수의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과 더불어 천적의 밀도유지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시판되고 있는 합제 8종의 살충제들을 추천농도로 처리했을 

경우 경기지역 과채류와 화훼류 시설재배지에서 채집한 꽃노

랑총채벌레 성충의 사충률은 각각 Table 3-1, 3-2와 같다. 과채

류 재배지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 90% 이상의 살충활성을 보

인 약제는 acetamiprid+spinetoram 액상수화제와 clothianidin+ 

spinetoram 액상수화제, methoxyfenozide+spinetoram 액상수

화제였다. 반면 화훼류 재배지 채집 개체군의 경우 화성 장미재

배지의 경우에 한하여 methoxyfenozide+spinetoram 액상수화

제만이 91.2%의 살충활성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원예작

물 꽃노랑총채벌레 방제를 위한 살충제 선택의 폭이 좁다고 판

단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스피노신계와 피롤계의 성분들이 

타 계통의 성분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과채

류 시설재배지에서 꽃노랑총채벌레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스피노신계의 spinetoram과 spinosad의 함량이 각각 4, 10% 이

상 함유되었거나 피롤계의 chlorfenapyr가 5% 함유된 단제나 

혼합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제 살포횟수와 살

포량이 많은 화훼 재배지에서는 벤조일하이드라자이드계인 

methoxyfenzide와 스피노신계인 spinetoram이 혼합된 약제처

럼 약효가 우수한 약제들이 혼합된 새로운 약제의 개발과 도입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약제 저항성은 처음

으로 유입된 1993년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보기 보다는 이미 저

항성을 획득한 개체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우리나라와 같이 1993년에 꽃노랑총채벌레가 처음으

로 유입된 호주에서 1996년에 카바메이트계, 유기인계, 피레스

로이드계 약제에 높은 수준의 저항성 개체가 발견된 사례가 있

기 때문이다(Herron et al., 1996). Gao et al. (2012)은 세계적으

로 꽃노랑총채벌레의 살충제 저항성에 관해 기 보고된 보고서

를 종합하여 비교한 바 있는데, 꽃노랑총채벌레가 우리나라에 

첫 발견된 1993년 이전의 내용을 보면 1992년 미국 산디에고 

지역 개체군의 경우 피레스로이드계인 permethrin과 카바메이

트계인 methomyl, 항생제계열인 abamectin의 저항성 비가 각

각 1182~1217, 43~102, 20~240으로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꽃노랑총채벌레의 약제 저항성에 관여하는 기작들로는 카바

메이트계(bendiocarb, methiocarb)와 피레스로이드계(acrinathrin, 

fenvalerate, permethrin), 네오니코티노이드계(acetamiprid) 약

제의 경우 대부분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가 관여

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외에도 카바메이트계(methiocarb)

의 경우 esterase, 시피노신계의 경우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nAChR)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miro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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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usceptibilities of Frankliniella occidentalis adult populations collected from vegetable fields to eight mixture formulation 
insecticides

Insecticide
% mortality (mean ± SD) / population

An-seong (Cu
a
) Hwa-seong (Cu) Su-won (Cu) Yeo-ju (E

b
) S-strain

Mixtures

Abamectin (1.7) + chlorantraniliprole (4.3) SC 15.5 ± 18.0 5.6 ± 9.6 20.0 ± 15.3 51.4 ± 14.6 35.2 ± 10.5

Acetamiprid (4) + indoxacarb (5) WP 32.6 ± 9.2 14.4 ± 20.2 36.7 ± 10.0 20.5 ± 5.6 98.2 ± 3.0

Acetamiprid (6) + spinetoram (4) SC 96.7 ± 5.8 100 90.0 ± 5.8 100 100

Bifenthrin (2) + imidacloprid (8) WP 39.1 ± 16.4 20.1 ± 7.3 55.2 ± 2.6 82.1 ± 8.3 100

Buprofezin (20) + thiamethoxam (3.3) SC 28.5 ± 17.8 24.6 ± 10.3 50.0 ± 5.8 71.5 ± 16.0 69.2 ± 15.9

Clothianidin (6) + spinetoram (4) SC 100 93.3 ± 11.5 93.9 ± 4.8 96.6 ± 6.4 100

Dinotefuran (8) + spinetoram (2) SC 26.2 ± 6.2 12.4 ± 5.0 36.7 ± 17.3 69.0 ± 18.0 94.4 ± 5.3

Methoxyfenozide (6)+spinetoram (4%) SC 100 91.7 ± 14.4 96.7 ± 0.0 100 100

a
Cu; Cucumber, 

b
E; Egg plant.

Table 3-2. Susceptibilities of Frankliniella occidentalis adult populations collected from flower plant fields to eight mixture formulation 
insecticides

Insecticide
% mortality (mean ± SD) / population

Go-yang (Ch
a
) Hwa-seong (Ch) Hwa-seong R

b
Pyeong-teak (Ch) S-strain

Mixtures

Abamectin (1.7) + chlorantraniliprole (4.3) SC 46.4 ± 12.2 5.8 ± 5.0 46.3 ± 21.7 32.1 ± 15.5 35.2 ± 10.5

Acetamiprid (4) + indoxacarb (5) WP 24.2 ± 6.5 14.0 ± 7.2 27.5 ± 14.2 59.4 ± 3.5 98.2 ± 3.0

Acetamiprid (6) + spinetoram (4) SC 54.1 ± 13.4 65.9 ± 21.7 79.1 ± 18.2 69.1 ± 7.0 100

Bifenthrin (2) + imidacloprid (8) WP 11.2 ± 6.1 29.5 ± 6.0 21.1 ± 11.7 83.8 ± 19.3 100

Buprofezin (20) + thiamethoxam (3.3) SC 14.2 ± 5.2 56.4 ± 11.1 29.7 ± 10.8 46.7 ± 11.5 69.2 ± 15.9

Clothianidin (6) + spinetoram (4) SC 60.0 ± 17.3 60.5 ± 18.7 63.1 ± 3.4 85.1 ± 4.4 100

Dinotefuran (8) + spinetoram (2) SC 32.4 ± 8.8 6.1 ± 5.4 49.2 ± 10.1 31.9 ± 14.6 94.4 ± 5.3

Methoxyfenozide (6) + spinetoram (4%) SC 39.9 ± 8.9 91.2 ± 9.1 100 56.8 ± 25.4 100

a
Ch; Chrysanthemum, 

b
R; Rose.

et al., 2012, Minakuchi et al., 2013). 최근 이 부분에 관한 분자

생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holami and Sadeghi (2016)는 리뷰논문을 통해 서로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 7종(spinosad, lufenuron, pyridalyl, abamectin, 

thiamethoxam, dichlorvos, oxymatrine)을 조합하여 교호살포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 감

수성이 낮은 약제들이 다른 총채벌레류 방제에 활용되기 어렵

다고 단정할 순 없다. 대상해충과 대상작물, 재배양식, 제형 등 

약제특성에 따라 살충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국 플로리다 북부지역의 경우 spinosad를 이용한 토마토와 

고추 재배지의 Frankliniella tritici (Fitch)의 방제는 어려운 반

면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는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다는 보

고가 있다(Gao et al., 2012). 따라서 대상해충의 약제 감수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대상작물과 재배양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내에서 꽃노랑총채벌레에 살충효과가 높았던 약제를 대

상으로 채집지역과 대상작물이 동일한 화성지역 오이 시설재

배지에서 포장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실내검정시 

100%의 살충률을 보였던 spinetoram 5% WG와 저항성을 보

였던 imidacloprid 10% WP를 시험약제로 선정하였다. 시험결

과 spinetoram 5% WG는 약제 처리 3, 6, 9일 경과 후 87.4, 88.0, 

98.3%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인 반면 imidacloprid 10% WP 는 

약제 처리 3, 6, 9일 경과 후 1.7, 24.1, 43.6%의 방제효과를 나

타내 실내검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시험약제 중 살충

력이 우수한 몇 몇 살충제를 이용한 농가별 해충방제는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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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rol effects of two insecticides on the western flower 
thrip, Frankliniella occidentalis in a cucumber greenhouse.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 

약제 감수성에 낮았던 기존의 살충제가 진딧물류나 가루이류 

등의 방제를 위해 여전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호살포를 권

장한다 하더라도 기존 약제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

다(Chung and Son, 2001). 다만,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해충이 

돌발적으로 출현했을 때 긴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체약제의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총채벌레의 약제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Chung and Park (2009)은 

해충의 살충제 저항성 발달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약제의 작

용점과 작용방식(mode of action)에 근거한 약종의 선택과 혼

용, 교호살포, 모자이크 처리 등의 약제살포법과 천적을 고려한 

선택성 살충제와 저항성 천적의 이용의 이용 등 다각적으로 고

려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는 약제저항성 개체를 방제할 수 

있는 종합적 해충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천적을 유인하거

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충을 유인 또는 기피시킬 수 

있는 동반식물(companion plant)을 같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곤충과 식물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push-pull 전략

으로써 천적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천적들에 대해 유인력이 있는 국화나 해바라기, 클

로버, Bidens alba, Wedelia trilobata 등과 같은 식물들을 과채

류 재배지에 혼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Buitenhuis et al., 

2007; Choi et al., 2014). 그 외에 작물재배지의 양분관리, 총채

벌레 저항성 작물의 재배, 자외선 반사필름 멀칭 등 다양한 방

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충의 종합적 관리 측면에서 화학적 

방제를 배제하긴 어렵다. 효과가 우수한 약제의 선발 보다 중요

한 것은 약제 저항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약제 계

통을 고려하여 교호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효과가 우수한 계통은 그리 많지 않

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약제 저항성으로 인해 신약개발

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학적 방제에 대한 체계적

인 대안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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