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귤응애(Panonychus citri (McGregor))는 연간 10~13세대 

발생하여 광합성 작용을 감소시키며 심한 경우 조기낙엽을 유

발하는 귤나무속(Citrus) 과수의 주요한 해충이다(Lee et al., 

1991; Yang et al., 2011). 시설 감귤원에서 이러한 귤응애의 방

제대책은 대부분 유기합성 농약에 의존하고 있어 귤응애의 약

제저항성 증가, 천적의 감소,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효율적인 방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Kim 

et al., 2003; Kim et al., 2006; Yang, 2011).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특히 천적의 

보호와 정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00; 

Choi et al., 2002; So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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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otect plants from damage caused by Panonychus citri (McGregor), practical methods for the use banker plants have 

been developed to provide a habitat and augment natural enemies of several agricultural pests. The average population density of 

predatory mites on an Oxalis corniculata (creeping sorrel) sod cultu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ree times) than that on normal sod 

culture. Furthemore, the average population density of spider mites on creeping sorrel sod culture was significantly lower (3.7 times) 

than when weed control was practiced. Average consumption of the eggs and females of Tetranychina harti (Ewing) by Neoseiulus 

californicus (McGregor) females was approximately 1.96 eggs and 1.93 females per day, respectively.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 

Henriot females never consumed T. harti. However, total development time of T. harti from egg to adult on O. corniculata was 17.4 days, 

and hatchability and survival rate were 77.5% and 84.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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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귤나무속 과수의 주요 해충인 귤응애의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괭이밥의 천적유지식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괭이밥을 지피식물로 

조성한 처리구에서 일반 초생재배구에 비해 포식성 응애류 밀도가 평균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제초구에 비해 3.7배 낮은 귤응애 발생 밀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칠레이리응애는 괭이밥응애 알과 성충을 포식하지 못하였고, 사막이리응애는 일일 평균 괭이밥응애 알 1.96개와 암컷 성충 

1.93개를 포식하였다. 온도 23 ± 1℃, 습도 70 ± 5%, 광조건 16L : 8D로 설정된 사육실에서 괭이밥응애 알에서 성충까지 17.4일이 소요되었으

며 77.5%의 부화율과 84.8%의 유충생존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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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에서 해충종합관리 전략은 응애류의 생물적 방제를 중

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응애류의 천적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 

약제를 사용하고 동시에 초생재배를 통해 천적의 서식처와 대체

먹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Metcalf and Luckmann, 

1994; Hyun, 2013). 이러한 접근방식은 과원에 조성된 피복식

물과 이들의 꽃가루나 화밀, 또는 이 식물을 기주로 증식하는 

잎응애류가 천적의 서식처와 대체먹이역할을 함으로써 천적의 

생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Risch, 

1983). 

특히, 과수원의 생태계는 1년생 작물 생태계에 비해 안정적

이고, 환경적으로 다양하여 천적이 정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

고 있어(van Emden and Williams, 1974), 유기농업을 실천하

는 과수원에서 초생재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Ramos et al., 

2010). 

그러나 국내 과수원에서 초생재배에 활용되고 있는 왕포아

풀(Poa pratensis Linnaeus), 톨페스큐(Festuca arundinacea 

Schreb.), 화이트클로버(Trifolium repens Linnaeus) 등은 수입 

종으로 농가의 경영비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어(Heo et al., 2015), 지피식물의 국산화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사된 천적의 정착을 돕는 천적유지식물(Banker plants)

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으나 진딧물류, 가

루이류와 총채벌레류 방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van Der 

Linden and van Der Staaij, 2001; Kim and Kim, 2003; Huang 

et al., 2011; Waite et al., 2011).

천적유지식물은 재배작물과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식물에 

먹이를 증식시켜 천적과 함께 포장에 적용하여 주 재배작물에

서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천적을 과원에 정착시킴으로서, 본 포

장의 해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즉각 방제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제 시스템이다(Huang et al., 2011; Brownbridg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괭이밥(Oxalis corniculata Linnaeus)과 

괭이밥응애(Tetranychina harti (Ewing))를 효과적으로 조합하

여 잎응애류 방제를 위한 새로운 천적유지식물의 개발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괭이밥응애는 괭이밥을 가해하는 

유일한 해충이면서 기주특이성이 있어 괭이밥과(Oxalidaceae) 

식물만 가해할 수 있는 종이다(Dubitzki and Gerson, 1987). 괭

이밥은 괭이밥과에 속하는 국내자생식물 중 하나로 구근성(球

根性) 다년생 잡초로(Lee, 1966; Lee, 2003) 전국적으로 분포하

며, 초장은 10~30 cm이고, 줄기는 땅 위로 뻗거나 비스듬히 자

라면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이러한 괭이밥의 폭넓은 환경적

응성과 낮은 초장은 과원 내 초생재배 작물로써의 이용가능성

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감류 시설 하우스에서 괭이밥을 활용한 

선별초생재배를 통해 농업생태계를 다양화시켰을 때 귤응애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유기농 감귤원에 적

용 가능한 자생 지피식물의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나아가 잎응애류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생 천적유

지식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괭이밥의 귤응애 밀도억제 효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의 만감류 품종(카라향, 청견)

이 혼합 식재 되어있는 시설재배지(1,900 m2)에서 포식성 응애

류가 많이 관찰되는 식물 1종인 괭이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이 식물이 조성되어 있는 곳의 만감류 나무에서 귤응애의 밀

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유지됨이 관찰되었다. 이를 근거로 괭

이밥이 천적의 생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그로 인해 귤응애

의 밀도가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이하로 유지될 수 있음을 가정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생재배를 실시하고 있던 만감류 시설재배지를 제초구, 초

생재배구(초생 높이 30cm 이하로 관리), 괭이밥처리구(괭이밥 

외의 잡초 제거)로 구획하여, 귤응애와 포식성응애류의 경시적

인 밀도 변동을 조사하였다. 모든 처리구의 병해충 관리는 일반

적인 관행관리법에 준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처리구의 외곽에

는 제초관리를 통한 완충지대를 부여하여 처리구별 상호영향

을 최소화하였다. 

해충과 천적의 밀도는 처리구별로 5주를 임의로 선택하여 

주당 4방위에서 각 5잎을 선정해 조사하였다. 잎의 선정은 일반 

성인의 가슴높이를 기준으로 상하 50 cm 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괭이밥처리구에서 임의로 선정한 나무 5주의 하단부 

괭이밥을 대상으로 응애류의 밀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만감류 

나무 1주당 괭이밥 20잎을 선정하여 확대경(×10)을 활용해 잎

응애류와 포식성 천적을 계수하였다. 

밀도조사 시 알은 제외하고 약충과 성충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5일부터 주 1회 조사하였다.

괭이밥응애에 대한 천적 2종의 포식량

잎응애류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괭이밥의 천적유지식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괭이밥응애에 대한 천적 2종의 

포식량을 확인하였다.

괭이밥응애는 2016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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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과수원의 괭이밥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개체를 채집해 

사육실(23 ± 1℃, 70 ± 5%, 16L : 8D)에서 증식시켜 실험에 사

용하였고 사막이리응애(Neoseiulus californicus (McGregor))

와 칠레이리응애(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는 ㈜

오상킨섹트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포식량 조사는 뚜껑에 직경 1.5 cm의 환기구가 있는 용기(직

경 5.5, 높이 1.5 cm) 바닥에 탈지면(2 × 2 × 0.5 cm)을 깔고 탈

지면이 잠기도록 물을 부은 후 그 위에 괭이밥 잎(2 × 1.5 cm)을 

뒷면이 위로 향하게 올려두고 진행하였다. 준비된 괭이밥 잎에 

괭이밥응애 암컷성충 1~3마리를 붓(2호, Hwahong 320)으로 

접종 한 후 1일 동안 산란을 유도하였다. 

Moraes and Flechtmann (2008)은 사막이리응애가 암컷성

충의 몸길이가 0.4~0.5 mm인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Koch)의 알을 하루에 15~20개 포식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암

컷성충의 몸길이가 0.65 mm 인 괭이밥응애의 알은 15개를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50배율의 디지털 현미경(Dino-Lite Premier Digital Micro-

scope AM-7013MZT4)하에서 산란된 알을 15개씩만 남기고 

제거한 후 대상 천적 암컷성충 한 마리를 접종하여 24시간 후에 

포식수를 확인하였다. 

괭이밥응애 성충에 대한 포식량 조사는 산란을 억제하기 위

해 어린 성충(≤ 24 hours old)을 대상으로 상기의 방법으로 진

행 하였으며, 괭이밥응애 암컷성충은 천적 한 마리 당 열 마리

를 공급하였다. 

모든 실험은 온도 23 ± 1℃, 습도 70 ± 5%, 광조건 16L : 8D

로 설정된 사육실에서 3반복 이상 수행되었고, 실험 중 물에 빠

져 죽거나 자연사한 개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괭이밥응애의 발육특성

천적유지식물에 천적의 먹이로 접종될 괭이밥응애의 기초 

생태특성을 온도 23 ± 1℃, 습도 70 ± 5%, 광조건 16L : 8D로 설

정된 사육실에서 확인하였다. 뚜껑에 직경 1.5 cm의 환기구가 

있는 용기(직경 5.5, 높이 1.5 cm) 바닥에 탈지면(2 × 2 × 0.5 cm)

을 깔고 탈지면이 잠기도록 물을 부은 후 괭이밥 잎(2 × 1.5 cm)

을 뒷면이 위로 향하게 올려두고 괭이밥응애 알을 하나씩 접종

하였다. 매일 오후 4시에 현미경하에서 탈피각을 확인하면서 

발육상황을 조사하였고 확인된 탈피각은 즉시 제거해 주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선한 먹이의 공급을 위해 3일에 한번

씩 괭이밥 잎을 교체 공급해 주었다. 각 조건 별 최소 100개체 

이상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사용하여 평균 ± 

표준편차 값을 도식화하고, 처리 효과를 판별하기 위해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처리 평균

은 Type I error = 0.05에서 최소유의차검정에 의해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괭이밥의 귤응애 밀도억제 효과

제주 만감류 하우스에서 잎응애류 방제를 위한 괭이밥을 활

용한 새로운 생물적방제법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은 토양관리방법에 따른 감귤나무에서의 잎응애와 포

식성응애 밀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제초구에서 초생재배구의 

3.1배, 괭이밥처리구의 3.7배의 높은 귤응애 발생이 확인되었

으며(F = 4.05, df = 2, p = 0.02) 제초구에서의 천적의 밀도는 

초생재배구와 괭이밥처리구에 비해 각각 4.3배, 1.4배 높았는

데(F = 0.54, df = 2, p = 0.58) 이는 본 조사를 실시한 재배지가 

지속적으로 초생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제초구의 지피식물에 

서식하던 천적류들이 만감류 나무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2는 괭이밥처리구에서 괭이밥의 잎응애와 포식성응애 

밀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괭이밥응애와 기타 잎응애를 먹이원

으로 다양한 포식성 응애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 = 16.9, 

df = 2, p < 0.0001).

 괭이밥처리구와 초생재배구에서의 해충의 평균 밀도가 잎

당 0.7, 0.9마리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천적의 밀도는 괭이밥

처리구에서 초생재배구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괭이밥에서 괭이밥응애와 기타 잎응애를 먹이원으로 다양한 

포식성 응애가 서식하면서 만감류 나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괭이밥이 천적의 훌륭한 서식처가 될 수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포식성응애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식물을 과원의 지피식물로 조성하게 되면 해충종합관리에 유

리한 환경조건을 조성한다는 Croft and McGroaty (1977)와 

Johnson and Croft (198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5월 14일에 진딧물 방제를 위해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를 살포하였기 때문에 처리구의 대상해충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지속적인 귤응애의 밀도억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응애류 해충의 발생은 관건해충방제를 목적으

로 하는 비선택적 살충제에 의해 천적이 제거됨으로써 나타난 

문제로 해석되고 있으며(Croft and Hoyt, 1983), Kim (200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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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를 살포하지 않는 초생재배 감귤과원에서는 천적들이 귤

응애의 밀도를 조절 할 수 있다고 보고 한 바 있으므로, 과원의 

지피식물을 천적의 서식에 유리한 식물로 조성한다면 보다 효

과적인 해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Population density of Panonychus citri  and predatory mites per citrus leaf in weed control, creeping sorrel sod-culture and normal 
sod culture plots in citrus orchards, Jeju, 2016.

Fig. 2. Population density of spider mites and their natural enemies in creeping sorrel sod -culture plots in citrus orchards, Jeju,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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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밥응애 성충과 알에 대한 천적 2종의 포식력

사막이리응애와 칠레이리응애의 괭이밥응애에 대한 포식능

력을 조사하였다. 괭이밥응애 알과 성충에 대한 1일간 포식량 

조사결과, 사막이리응애는 1.96, 1.93개를 포식하였으나 칠레

이리응애는 포식하지 않았다(Tables 1, 2, Fig. 3). 

McMurtry and Croft (1997)는 포식성 응애류를 4가지 타입

(I: specialized predators of Tetranychus species represented by 

Phytoseiulus species, II: selective predators of spider mites 

such as Galendromus, some Neoseiulus and Typhlodromus 

species, III: generalists represented by some Neoseiulus and 

most Typhlodromus species, IV: generalist predators with a 

specialisation on pollen represented by Euseius species)으로 

분류한바 있다. 일반적으로 칠레이리응애는 I번 타입, 사막이

리응애는 II번과 III번 타입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Walzer and Schausberger, 1999; van Houten et al., 2007; 

van Baal et al., 2007; Nguyen and Amano, 2009) 이는 본 실험

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Table 1. Mean consumption (± standard deviation) of Tetranychina harti  eggs by the adult females of two natural enemies (Phytoseiulus 
persimilis  and Neoseiulus californicus), under a temperature of 23 ± 1℃, RH of 70 ± 5%, and photoperiod of 16L : 8D. The eggs of T. harti
were provided on Oxalis corniculata  leaf discs

Natural enemies No. of individuals observed No. of eggs provided No. of eggs consumed/day

P. persimilis 11 15 0.0 ± 0.0

N. californicus 26 15 1.96 ± 1.15

Table 2. Mean consumption (± standard deviation) of adult females of Tetranychina harti  by the adult females of two natural enemies 
(Phytoseiulus persimilis  and Neoseiulus californicus), under a temperature of 23 ± 1℃, RH of 70 ± 5%, and photoperiod of 16L : 8D. Adult 
females of T. harti  were provided on Oxalis corniculata  leaf discs

Natural enemies No. of individuals observed No. of adults provided No. of adults consumed/day

P. persimilis 9 10 0.0 ± 0.0

N. californicus 28 10 1.93 ± 1.25

  

Fig. 3. Neoseiulus californicus  (a predatory mite) attacking Tetranychina harti  (a prey mite).

Table 3. Developmental period (day, mean ± SD) of Tetranychina harti  fed with Oxalis corniculata, under a temperature 23 ± 1℃, RH of 
70 ± 5%, and photoperiod of 16L : 8D (Initial n = 133)

Egg
Larval stage

Egg~Adult
Larva Protonymph Deutonymph Total

8.8 ± 0.9 3.0 ± 0.3 2.8 ± 0.4 3.2 ± 0.4 8.9 ± 0.9 17.4 ± 1.2

Table 4. Hatchability and survival rate (mean ± SD) of Tetranychina harti  fed with Oxalis corniculata, under a temperature 23 ± 1℃, RH of 
70 ± 5%, and photoperiod of 16L : 8D

No. of individuals observed Hatchability (%) Survival rate (%)

261 77.5 ± 28.4 84.8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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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막이리응애는 제주도 전역의 감귤과원에 널리 분포

하고 있으며(Kawashima and Jung, 2011) 협식성인 칠레이리

응애에 비해, 재배작물과 지표면의 식물을 활발히 오가며 먹이

탐색을 하는 특성이 있어(Auger et al., 1999; Raworth et al., 

1994; Jung and Croft, 2001) 신규 개발될 천적유지식물에 혼합 

적용할 수 있는 천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괭이밥응애의 발육특성

괭이밥응애의 기초 생태특성은 Tables 3, 4와 같다. 알에서 

성충까지 17.4일이 소요되었으며 77.5%의 부화율과 84.8%의 

약충생존율을 확인하였다. Koveos and Tzanakakis (1989)는 

괭이밥응애 암컷성충은 단일조건에서 휴면 알을 산란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므로 추 후 천적유지식물 생산 공정개발을 위해 

괭이밥응애의 휴면특성, 저온저장기술 등의 추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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