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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Kuwana) suddenly increased at ginseng fields 
in Yangpyeong, Gyeonggi-do from mid July to early August. By the late of September just before digging 
up the roots of ginseng, more than 8 individuals of the comstock mealybug per plant were occurred and evenly 
dispersed around the roots. Through the bioassay in the laboratory, six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for example, Nobug, Kkagsami, GB-1, GB-2, GB-3, GB-5) containing sophora extract or paraffin 
oil as main components were selected by the effective control agents for controlling the comstock mealybug. 
These selected agents showed a quite similar insecticidal activities to 2 insecticides such as clothianidin and 
thiamethoxam registered in control of ginseng insect pests. Also. in the ginseng field test, the agent containing 
sophora extract and paraffin oil, like 2 insecticides showed high control effects against the comstock mealybug.

Key words Pseudococcus comstocki, Ginseng, Environmental friendly control 

Abstract

*연락저자 : Tel. +82-42-821-5769, Fax. +82-42-823-8679
E-mail: youngnam@cnu.ac.kr

서  론

인삼재배지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는 가루깍

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Kuwana)]로서 노린재목

(Hemiptera) 가루깍지벌레과(Pseudococcidae)에 속한다. 현
재 우리나라에는 24종의 가루깍지벌레가 기록되어 있다(ESA

와 KSAE, 1994). 가루깍지벌레는 주로 과수의 중요한 해충

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배과원에서 주로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주범위는 매우 다양하여 사과, 
감, 귤,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무화과, 포도, 호두, 뽕나무 

등에서 문제가 되고 근래에 들어서는 인삼재배면적이 증가하

면서 인삼재배지에서 발생하여 입과 줄기 및 지하부 뿌리까

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김, 1994). 인삼에 발생하는 가루깍지

벌레는 인삼 4-5년생 이상의 오래된 재배지에 주로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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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nsity fluctuation of average number of P. comstocki per a ginseng plant. In Control A plots, because of a sudden increase 
of occurrence number of P. comstocki, ginseng plants withered so that we could not examined anymore.

잎과 줄기뿐만 아니라 인삼의 지하부 뿌리에도 고착하여 즙

액을 빨아먹고, 흰색의 납물질과 감로를 분비하여 그을음을 

유발하여 인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김, 1994). 가루깍지벌레는 주로 배나무나 감나무

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지만, 이들 배나무와 감나

무가 위치한 과원 근처에서 습도가 높고 지력이 비교적 낮은 

인삼재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기온이 높

고 습한 여름철 즉,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루깍지벌레는 배과원에서는 1세
대가 6월 중하순, 2세대가 8월 중하순, 제 3세대가 10월 하순

까지 발생하여 연중 3번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다(박과 홍, 1992; 전 등, 2003). 특히, 가루깍지벌레는 성장

할수록 조피아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면서 왁스물질

을 분비하기 때문에 방제를 위해 처리되는 살충제가 직접 충

체에 접촉하기 힘들며 방제도 까다롭다(전 등, 1996). 따라서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과원에서도 5%내외의 피해

율을 보이며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원예연, 1994). 이러한 가루깍지

벌레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해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제약제가 거의 없고, 재배연한

이 오래된 인삼의 경우 해충방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이 농약

성분의 잔류 위험성 때문에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잔류가 되

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친환경 방제제의 개

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삼재배지에 발

생한 가루깍지벌레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유

기농자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인삼 가루깍지벌레의 발생양상 조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하고 있는 6년근 인삼 재배지

에서 7월 중순부터 인삼 수확이 이루어지는 9월말까지 가루

깍지벌레 발생양상을 조사하였다. 조사시작 당시 인삼재배지 

시험구간 총 36칸 중 50%인 18칸에 주당 평균 4.4마리 이상

의 가루깍지벌레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시험포 한 칸당(한 칸 

면적 3.3 ㎡) 무작위로 4주씩 인삼줄기를 선발하여 처리당 3반
복으로 2주 간격으로 잎과 줄기에 발생한 가루깍지벌레수를 

육안으로 조사하였다. 일부 시험구간의 경우, 주당 평균 마리

수의 급증으로 인삼줄기가 고사하여 계속적인 조사가 불가능

하였다(Fig. 1의 Control A).

친환경유기농자재 선발을 위한 실내실험

인삼가루깍지벌레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선발을 위해, 천연

물이 주요성분인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 9종과 인

삼에 등록된 깍지벌레 방제용 살충제 2종을 대조약제로 실내 

생물검정을 수행하였다(Table 1). 선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모두 추천농도로 가루깍지벌레 충체에 직접 스프레이타워를 

이용해 분무하였으며, 처리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까지

의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인삼재배지에서의 가루깍지벌레 방제효과 검정

시험포 한 칸당 무작위로 4주씩 선발하여 라벨링하고 육안

으로 잎과 줄기에 발생한 가루깍지벌레의 사전발생밀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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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agents tested in this study

Group Agents Active ingredient Recommended dilution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EFAM-1 Sophora extract 1,000x
EFAM-2 Derris extract 1,000x
EFAM-3 Sophora extract + Stemonae radix + Neem + Catmint 1,000x
EFAM-4 Sophora extract + Neem oil + Paraffin oil 1,000x
EFAM-5 Sophora extract + Pyroligneous liquor 1,000x
EFAM-6 Sophora extract + Paraffin oil 1,000x
EFAM-7 Neem oil + Paraffin oil 1,000x
EFAM-8 Sophora extract + Paraffin oil + chitosan 1,000x
EFAM-9 azadirachtin 0.5% 1,000x

Insecticides
I-1 clothianidin 8%, SCa) 2,000x
I-2 thiamethoxam 10%, WGb) 2,000x

a)SC : Suspension concentrate; b)WG : Water dispersible granule

사한 후, 실내에서 방제제로 선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6종과 

살충제 2종을 추천농도로 경엽살포 처리 후 2주 간격으로 주

당 생존한 가루깍지벌레 마리수를 조사하였다. 각 처리당 4주
씩 3반복으로 총 12주에 대한 발생마리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인삼재배지에서의 가루깍지벌레의 발생양상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하고 있는 6년생 인삼재배지

에서 7월 18일부터 가루깍지벌레 발생양상을 조사한 결과, 조
사당시 주당 평균 5, 6마리로 7월말과 8월초까지 가루깍지벌

레의 개체군 변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중순엔 
주당 평균 개체군 밀도가 매우 높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조사

구간은 인삼 줄기가 모두 고사하여 발생양상을 조사하지 못

하였다.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이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

해 인삼재배지의 습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가루깍지벌

레의 발생이 급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년생 인삼을 수확

하기 전인 9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후의 밀도의 급격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주당 평균 8마리 이상의 발생밀도

를 보여주었다(Fig. 1). 박과 홍(1992)이 보고한 배 과원내에 

발생한 가루깍지벌레의 발생양상을 보면, 6월 중순부터 한 달 
간격으로 10월 상순까지 3회 정도 발생 최성기를 보이며, 10월 
초의 밀도 증가는 낮은 온도 때문인지 급증하는 양상은 관찰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9월말까지 가

루깍지벌레가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산란

한 알이 월동하여 다음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 등(1994)의 인삼 재배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충의 

종류와 피해양상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가루깍지벌레에 의

해 피해를 받은 인삼재배지가 조사재배지의 약 3% 정도이며, 
피해 받은 부위가 잎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만큼 피해정도

에 있어 심각한 해충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잎뿐만 아니라 줄기, 화경 분지점, 심지어 지

하부 뿌리까지 고착하여 인삼뿌리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루

깍지벌레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와 3). 

가루깍지벌레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선발

가루깍지벌레는 왁스물질로 알이나 충체가 감싸여 있을 뿐

만 아니라 화경의 분지점과 같은 기주식물의 홈에 고착하여 

방제가 까다로운 해충 중 하나이다. 관행적으로 가루깍지벌레

류의 방제를 위해 연 4회에서 5회 화학합성 살충제를 처리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박 과 홍, 1992), 이들이 분비하

는 왁스물질 때문에 살충제가 충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아 

방제효과가 떨어지며 이로 인한 농약의 과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전 등, 2003). 이에 따라, 농약사용의 최소화하기 위해 

천적을 이용하거나 선택성 독성을 지니는 살충제를 선발하여 

해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시

도되고 있다(Metcalf, 1994). 본 연구에서는 6년근 인삼재배

지에서 발생한 가루깍지벌레 방제를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실내에서 선발하였

으며, 방제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인삼에 등록된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살충제인 clothianidin과 thiamethoxam을 대조방제제

로 사용하였다. 실내생물검정에서 살충제 2종은 모두 100%
의 살충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와 동일하게 고삼추출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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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 comstocki occurred in Root (left), stem (middle), and Stalk branch (Right) of ginseng.

Fig. 3. Eggs (left) and nymph (right) of P. comstocki.

Table 2. Mortalities and control values of several agents against P. comstocki

Groups Agents 
Mortalities (%)

Control value (%)a)b)

24 hr. 48 hr. 72 hr.

EFAMs

EFAM-1    86.7 ± 23.1bc 100.0 ± 0.0c 100.0 ± 0.0c 100.0
EFAM-2 100.0 ± 0.0c 100.0 ± 0.0c 100.0 ± 0.0c 100.0
EFAM-3   13.3 ± 11.5a   20.0 ± 20.0a   60.0 ± 20.0b 33.3
EFAM-4 100.0 ± 0.0c 100.0 ± 0.0c 100.0 ± 0.0c 100.0
EFAM-5    93.3 ± 11.5bc 100.0 ± 0.0c 100.0 ± 0.0c 100.0
EFAM-6 80.0 ± 0.0b 100.0 ± 0.0c 100.0 ± 0.0c 100.0
EFAM-7    93.3 ± 11.5bc   93.3 ± 11.5c   93.3 ± 11.5c 88.9
EFAM-8     100.0 ± 0.0c 100.0 ± 0.0c 100.0 ± 0.0c 100.0
EFAM-9  13.3 ± 11.5a   20.0 ± 20.0a   60.0 ± 20.0b 33.3

Insecticides
I-1     100.0 ± 0.0c 100.0 ± 0.0c 100.0 ± 0.0c 100.0
I-2   93.3 ± 11.5bc 100.0 ± 0.0c 100.0 ± 0.0c 100.0

Control 20.0 ± 0.0a  40.0 ± 0.0b  40.0 ± 0.0a -
a)Control effects of 48 hr. after treatment (Values of EFAM-3 and 9 represent mortalities of 72 hr. after treatment)
b)Values represent mean ± SD. Different letters at values in row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ne-way ANOVA, post hoc test by Duncan) 
by SPSS statistics 18.0. p=0.000

리스추출물, 파라핀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5종도 가루깍지벌레에 대해 100% 살충율을 기록하며 방제제

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인삼가루깍지벌

레 방제를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잘 알려졌던 Neem oil
은 60.0% 정도의 살충율을 보이며, 방제효과가 다소 낮게 나

타났다(Table 2).

인삼재배지에서의 가루깍지벌레 방제효과

실내에서 살충력이 확인된 5종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대

조약제 2종, 인삼에 발생하는 가루깍지벌레 방제에 많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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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nsity fluctuation of average number of P. comstocki per a ginseng plant after each treatment (Arrowhead indicates the 
date of control agent treatment and total three treatments were carried out).

용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인 Neem oil까지 총 8종의 방

제제를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6년생 인삼재배지에서 방제실

험을 수행하였다. 처리는 시험구당 6주씩 3반복 처리하여 주

당 평균마리수로 방제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7월 18일 1차 
처리 일주일 후 모든 시험구에서 약충과 성충을 확인할 수 없

었으며, 확연히 증가한 밀납안에 산란한 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성충이 산란 후 사멸하거나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7월 26일 2차 방제제를 처리하였다. 이후 밀납 안의 산란한 

알의 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약충과 성충도 확인되지 않았

으나, 8월초부터 중순까지 우기가 계속되고 그 기간 동안 산

란한 알이 부화하여, 일부 처리구는 주당 평균 239마리까지 

약충이 적당한 섭식장소를 찾아 이동하거나 정착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대조약제인 살충제 2종의 경우 마지막 조사

일인 9월 20일까지도 주당 0마리로 발생하지 않아 산란한 알

도 부화하지 않고 방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친환경농

자재 중에서는 고삼추출물 친환경농자재 1종과, 고삼추출물과 
파라핀유, 키토산으로 된 친환경유기농자재 1종이 대조약제

인 살충제와 유사한 방제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초기 방

제효과가 탁월했던 일부 친환경유기농자재는 8월 중순 다시 

급격하게 재발생하는 양상을 보여주어 채굴을 앞둔 5,6년생

이 아니라면 8월 중순이후의 방제제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Fig. 4). Agnello et al.(1992)는 가루깍

지벌레의 경우 약충 발생 초기에 방제제를 살포하면 높은 방

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실제 인삼재배

지에서 가루깍지벌레의 알이나 성충이 밀납 안에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섭식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약충의 방

제가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

한 약충 발생초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에서

는 유효적산온도를 이용한 해충발생예찰을 통해 좋은 예측결

과를 얻고 있기도 한데(Butt and MeEwen, 1981), 최근 들어

서는 발육률을 적산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적기 방제

시기를 판단하여 효과적으로 해충을 방제하고 있기도 하다

(Wagner et al., 1985). 따라서 이러한 예찰모형을 통한 적기 

방제시기를 판단하여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고삼추출물 성

분이나 파라핀오일과 같은 성분의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살포

하여 인삼에 피해를 주는 가루깍지벌레의 방제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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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기도 양평 인삼재배지에 발생한 가루깍지벌레는 7월 중순에서 8월 초까지 가루깍지벌레의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

였다. 또한 인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9월말까지도 주당 평균 8마리 이상이 발생하면서 지하부에 있는 인삼 뿌리까지 이동하

여 피해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에서의 생물검정을 통해 고삼추출물과 파라핀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친환경유기농

자재인 노버그와 깍삼이, GB-1, GB-2, GB-3, GB-5 등 6종을 선발하였다. 이들 6종의 친환경유기농자재는 화학합성 살충제

인 clothianidin이나 thiamethoxam과 거의 비슷한 살충활성을 나타내었다. 선발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인삼재배지에서 처리

하여 방제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삼추출물과 파라핀유, 키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2종이 살충제 2종과 동일한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색인어 가루깍지벌레, 인삼, 친환경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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