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산림과수로서 재배되던 대추(Zizyphus jujuba Mill.)가 

경북, 경남, 충북 등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알려져 있

지 않던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대추의 생산량이 10년간 8,667톤에서 14,236톤으

로 약 64%정도 증가하였으며, 재배임가수는 4,548임가에서 

7,168임가로 약 57%정도 증가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05; Korea Forest Service, 2015). 그 중 충북 보은지역의 재

배면적은 346 ha (’12)에서 700 ha (’15)로 최근 3년간 재배면

적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증가하고 있는 대추재배면적과 달리 병해충 방제와 관

련한 연구(La et al., 1976; Lee et al., 2000)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대추재배 농가들은 대추과원에 발생되고 있는 

많은 해충들에 대해서 정확한 발생시기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방제 약제를 살포하고 있어 약제 효과 감소 및 대추재배 농가의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대추재배농가에 발생

하고 있는 해충 중 나방류 해충인 복숭아유리나방(Synanthedon 

bicingulata), 사과유리나방(S. haitangvora),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의 발생 소장을 조사하였다.

유리나방(나비목, 유리나방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

종이 보고되어 있으며(Arita and Ikeda, 2000) 국내에서는 12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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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clearwing moths and peach fruit moths are considered economically important pests of jujube in Boeun, 

Chungbuk, Korea. However, until now, specific studies on occurrence of the major pests of jujube in Boeun area, which could be useful

for pest control, have not been carried out. In this study, seasonal occurrence of three pest moths (Synanthedon bicingulata, S. haitangvora,

and Carposina sasakii) in jujube orchards was monitored using sex pheromone traps. Synanthedon bicingulata and S. haitangvora were 

monitored from 2013 to 2015. Adults of both species were captured from May to October, with two peaks in their occurrence: mid-June

and mid-September for S. bicingulata, and mid- to late-June and mid- to late-September for S. haitangvora. However, S. haitangvora

occurred in lower numbers than S. bicingulata. Adults of C. sasakii were captured from 2014 to 2016. From May to October, two peaks

were observed in their occurrence in mid-June and in late-August to mid-September and the second peak was lower than the first. Thus,

the life histories of these pest moths of jujube should be studied in detail for an effective pes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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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대추에 복숭아유리나방, 사과유리나방 복숭아심식나방이 대추과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 생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좀더 효

율적 방제시기를 설정하고자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3년간 발생소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복숭아유리나방은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되었으

며, 6월 중순과 9월 중순에 2번의 발생 최성기가 나타내었다. 사과유리나방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되었으며, 6월 중순 ~ 6월 하순과 9월 

중순 ~ 9월 하순에 2번의 발생 최성기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발생 개체수가 많이 않았다. 복숭아심식나방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이루

어졌으며, 7월 중순과 8월 하순 ~ 9월 중순에 2번에 걸쳐 발생 최성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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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종이 분포하고 있고(Lee et al., 2004), 그 중 보은지역 대추과

원에서는 복숭아유리나방과 사과유리나방이 발생하고 있다. 

유리나방의 피해 특징은 나무 줄기 속을 파고 들어가 형성층을 

섭식하여 피해를 주며(Dutcher and All, 1979; Rogers and 

Grant, 1990) 그 피해가 심하면 줄기가 부러져 해당 줄기에 착

과된 과실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복숭아심식나방의 경우 한

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분포하며, 사과, 배, 복숭아, 살구, 대추 

등의 과실을 가해하여 수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et al.,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추과원에서 복숭아유리나방, 사과

유리나방, 복숭아심식나방의 방제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충

북 보은 지역에서 3종의 발생 소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내용

복숭아유리나방, 사과유리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성충의 발

생 소장은 충북 보은군 1개읍, 10개면 당 대추과원 1개소를 선정

하여 총 11개소에서 각 종당 1개의 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 4월

부터 10월까지 15일 간격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복숭아유리

나방과 사과유리나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숭아심식

나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종 모두 3년간 조사를 하였다.

페로몬 트랩

페로몬트랩은 ㈜그린아그로텍에서 델타형트랩과 대상 해

충의 페로몬이 침적되어 있는 고무 루어를 구입하여 나방류 해

충 3종의 성충 발생 소장을 조사하는데 사용하였다. 복숭아유

리나방의 페로몬은 (Z,Z)-3,13-octadecadienyl acetate (Z3, Z13- 

18Ac), (E,Z)-3,13-octadecadienyl acetate (E3, Z13-18Ac)를 

6:4 비율로, 사과유리나방은 (Z,Z)-3,13-octadecadienyl acetate 

(Z3, Z13-18Ac), (E,Z)-2,12-octadecadienyl acetate (E2, Z12- 

18Ac)를 4:6 비율로 사용하였고 복숭아심식나방은 (Z)-13- 

icosene-10-one (Z13-20-10Kt)을 사용하였으며 페로몬을 함유

하고 있는 루어는 30일 간격으로 교체하여 페로몬이 완전히 휘

발되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 또한 유인된 나방을 포집하기 위해 

끈끈이판을 델타트랩 바닥에 부착시켰으며, 끈끈이판은 조사

를 수행 할 때마다 교체해주었다. 페로몬트랩은 대추나무의 

1.2~1.5 m 높이에 설치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복숭아유리나방

페로몬 트랩 조사 결과(Fig. 1A) 복숭아유리나방의 성충은 

5월 중순에 발생을 시작하여 10월 중순까지 발생을 하였으며, 

6월 중순과 9월 중순에 발생 최성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조사기

간인 3년 동안 연2회 발생의 뚜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Yang et al. (2012)이 수원지역 사과과원에서 조사한 결과인 6

월 중순과 8월 중순 ~ 9월 중순에 두 번의 발생 최성기를 보고한 

것과 Cho et al. (2016)이 창원, 진주, 순천에서 5월 상순 ~ 6월 

상순과 9월 중하순에 두 번의 발생 최성기를 보고한 것과 비슷

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1세대 보다는 2세대의 유인량이 많

은 점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숭아유리나방은 본 

조사의 대상종 중에서 페로몬에 유인된 개체수가 가장 많았으

며 현재 보은지역 대추과원에서 복숭아유리나방에 의한 피해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세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복숭아유리나방이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핵과류에 피해가 

보고된 바 처럼(Lee et al., 2004), 농가에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그에 따른 방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유리나방의 유

충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않고 나무 줄기 속에서 생활을 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약제에 접촉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방제가 

어렵다.

복숭아유리나방은 나무 표면에 산란을 한 뒤 부화 한 유충이 

나무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 (Lee et al., 2004) 그 안에서 서식

을 하며 피해를 준다. 즉, 산란 된 알에서 부화 후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전까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이때 복숭아유리

나방 적용 약제를 살포 할 경우 방제가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제시기를 설정하고자 보은지역 

복숭아유리나방 성충 발생 최성기인 6월과 9월의 최근 5년간 

평균 온도를 기상청(KMA, 2017)에서 알아 본 결과, 최근 5년

간 6월과 9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22.4℃, 19.2℃ 인 것으로 기

록되었으며, 각각의 온도를 복숭아유리나방과 같은 속에 분류

되어 있는 근연종 중 S. tipuliformis의 온도와 부화의 상관관계

(Scott and Harrison, 1979)인 Y = -1.37X + 39.86에 적용하면 

복숭아유리나방이 보은 지역에서 6월과 9월 산란된 알은 부화

까지 각각 약 9.2일, 13.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생 소장 조사 결과인 6월 중순과 9월 중순의 발생 

최성기로부터 각각 약 열흘과 보름 후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

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실제 복숭아유리나방 성충이 교미 후 산란까지 걸리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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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분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유충이 외부에 노출되

는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보은지역의 방제시기를 설

정하면 6월 하순 ~ 7월 상순, 9월 하순 ~ 10월 상순 즉, 복숭아유

리나방 1차 발생 최성기 이후 약 10일, 2차 발생 최성기 이후 약 

15일 후에는 복숭아유리나방 알이 부화 후 대추나무 속으로 침

입하기 전 외부에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이때 복

숭아유리나방 적용약제를 산란된 알이 있는 나무 줄기에 약제

가 흐르도록 방제를 하면 효과적 일 수 있다. 현재 대추에 등록

되어 있는 약제 중 복숭아유리나방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으

나, 대추의 해충인 잎말이나방류에 등록되어 있는 플루벤디아

마이드, 디오디카브, 티아클로프리드, 클로르페나피르 등을 처

리하면 방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복숭아유리나방 발생 패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대처를 해

야 하며, 복숭아유리나방에 대한 생활사 단계별 온도와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과유리나방

사과유리나방 성충의 경우 보은 지역 대추과원에서의 조사 

결과(Fig. 1B), 5월 하순 ~ 6월 중순에 발생을 시작하여 9월 하

(A)

(B)

(C)

Fig. 1. Seasonal occurrence patterns of Synanthedon bicingulata (A), S. haitangvora (B), and Carposina sasakii  (C) males investigated using 
sex pheromone traps in jujube orch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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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까지 발생을 하였으며, 발생 최성기는 6월 중순 ~ 6월 하순과 

9월 중순 ~ 9월 하순으로 나타났다. Yang et al. (2012)이 수원

지역 사과과원에서 3년에 걸쳐 조사한 경우 5월부터 10월에 걸

쳐 페로몬 트랩에 사과유리나방이 유인되었으며 생육 후기에 

나타나는 성충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에 걸쳐 페로몬 트랩에 

지속적으로 유인되어 뚜렷한 최성기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과유리나방의 경우 2회에 걸쳐 발생최

성기가 나타났으나, 보은지역 대추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

른 나방류 해충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적었다. 따라서 농가에서 

복숭아유리나방의 방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잠재해

충으로서 사과유리나방의 지속적 관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 소장을 조사한 결과(Fig. 1C) 5월 하

순 ~ 6월 중순에 발생을 시작하여 10월 중순까지 발생을 하였다. 

1차 발생 최성기는 7월 중순으로 나타났으며, 2차 발생 최성기

는 8월 중순~9월 중순으로 나타났으나 1차 발생 최성기와 비교

하면 발생량이 많지 않았다. 기존에 보고된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시기(Moon et al., 2014; Jeong et al., 2012)를 보면 복숭아

심식나방의 발생이 종료되는 시기가 9월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 이는 본 조사의 종료시기가 10월인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가 15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되었기에 타 조사의 조사간격과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본 조사의 경우 매월 15일과 30일에 수행되었다.

복숭아심식나방의 경우 성충이 과실의 꽃받침 끝 부분이나 

과실 전 부위에 산란을 하며, 부화 한 유충은 과실을 가해하며 

안으로 먹어 들어간다(Kim et al., 2001). 따라서 한번 침입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농약 살포로는 유리나방과 마찬가지로 

복숭아심식나방 유충이 약제에 집적 접촉 하지 않아 사실상 방

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복숭아심식나방에 의해 가해를 받은 과실을 제거하여 물에 담

구어 방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피해를 받은 후 대책으로

서 복숭아심식나방의 피해 감소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특히 다른 해충과는 달리 과실을 직접 가해하여 경제적인 

측면과 직결되어 농가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보

은지역의 경우 친환경재배농가에서 특히 큰 피해를 받고 있으

며, 유충의 정확한 침입 시기를 알지 못해 방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와 같은 생태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큰 방제 효

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대추 과

실 속으로 침입하려는 시기일 것이다. 즉, 외부에 노출되어 있

는 유충에 약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Kim et al. (2001)이 보고한 온도에 따른 복숭아심식나방 단

계별 발육 시간을 보면, 알의 경우 부화하기까지 22.5℃에서 

9.25일, 25℃에서 7.38일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et 

al. (1982)이 보고한 자료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알은 일반적

으로 부화하기까지 6.9~12.1일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조사결과인 3년간 보은 지역에서 성충이 가장 많이 발생한 7월

의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을 기상청(KMA, 2017) 기록에서 확인

한 결과, 24.7℃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은 지역의 경

우 부화 유충이 대추과실에 가장 많이 침입하는 시기가 7월 하

순에서 8월 상순이며, 이 시기에 복숭아심식나방 적용 약제를 

10~15일 간격으로 2~3회 처리할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m and Lee (2002)가 보고한 

복숭아심식나방 산란수에 따르면 20℃와 25℃에서 각각 암컷 

1개체당 산란 수가 98.3, 74.3개로 15~35℃ 사이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은 지역 7월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이 24.7℃ 인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복숭아심식나방 암

컷 1개체당 산란수가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더욱 

더 방제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은 실

제 복숭아심식나방이 교미 후 산란하기까지의 시간이 계산되

지 않아 실제 많은 침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보다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조사에서 대상종으로 선정한 복숭아유리나방, 

사과유리나방, 복숭아심식나방은 대추과원에서 농가에 발생

하고 있음에도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대추를 가해하는 시기에는 대추나무 줄기나 과실 등의 내부에

서 생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므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시

기에 약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추에 등록

된 약제가 없으므로, 대추에 등록된 다른 나방류 해충의 약제를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와같은 해충에 의해 피해를 받

고 있는 농가라면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시기별 성충의 발생 

패턴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정확한 시기에 약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무분별한 약제 사용 절제에 따른 생태계 

오염 방지, 인건비 및 농자재 구입 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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