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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ting disruption experiment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in several pheromone traps and sex

pheromone composition ratios at commercial chestnut garden for developing alternative control method of D.

punctiferalis. The highest attractive was shown in Delta traps at the effective sex pheromone ratio of 75:25

(E10-16:A1:Z10-16:A1). Comparisons of domestic and imported pheromone constituents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90:10 (E10-16:A1:Z10-16:A1).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pheromone ratio of

75:25. D. punctiferalis was caught the highest number in Gongju area for attractive test using pheromone

trap. Attractive effects with dose of pheromone were showed the highest at 2.5 mg/lure and 1 mg/lure in

Gongju area and Cheongyang area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heromone dose in Buyeo area. These data could be useful for eco-friendly managing of D. punctiferalis in

the chestnut farm.

Key words Delta trap, Dichocrocis punctiferalis, (E)-10-hexadecenyl aldehyde, Sex pheromone, (Z)-10-hexa-

decenyl aldehyde

서 론

복숭아명나방(Dichocrocis punctiferalis Guenée)은 과수

와 밤나무(Castanea crenate) 열매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유충이 밤송이 속으로 뚫고 들어가 밤의 과육을 가해하며

밤바구미와 달리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한다(Choi, 1997,

1998; Lee and Jung, 1997). 복숭아명나방은 잡식성 해충으

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데, 기주도 다양하여 17과

44종으로 은행, 사과, 자두, 복숭아, 밤, 살구, 모과, 석류, 옥

수수, 참나무 등의 열매를 가해하며, 초본류에도 산란한다고

보고되었다(Shinkaji and Oho, 1970; Honda and Matsumoto,

1987; Neelay et al., 1983; Ismay, 1993; Hossain et al.,

1995). 복숭아명나방에 의한 밤의 피해율은 살충제를 살포

하여 방제를 하는 경우에도 20-30%에 달하며, 살충제에 의

한 방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30-70%에 이른다고 하였다

(Kang et al., 1978; Konno et al., 1982). 우리나라에서는 밤

종실을 가해하여 연간 400-600억 원의 손실을 주고 있는 복

숭아명나방을 중요 해충으로 다루고 있다(IFER, 2004).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는 Shorey et al. (1967)이 최

초로 나비목 해충의 교미교란에 관한 실험을 한 이후 해충

의 방제예찰, 교미교란, 대량포획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

고되었다(Jacobson, 1972; Sanders, 1986; Staten et al.,

1987). 이는 특정 해충만을 대상으로 작용하고 적은 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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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하며,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없어 해충의 발생예찰에

도 이용되고 직접 방제에도 이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Jutsum and Gordon, 1989). 국내에서는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의 발생조사(Jung et al., 2012), 솔껍질

깍지벌레(Matsucoccus thunbergianae) 수컷 성충의 합성 페

로몬에 대한 반응(Park et al., 1994),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의 합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방제효과(Kim et al.,

1995)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복숭아명나방의 성페로

몬에 대해서는 성페로몬 조성(Jung et al., 2000)과 성충의

활동리듬, 밤나무림에서의 발생생태(Choi, 1998)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성페로몬의 화학적

연구는 GC와 GC-MS에 의해 (E)-10-hexadecenyl aldehyde

(E10-16:Al)가 동정된 후, 이의 기하이성질체인 (Z)-10-

hexadecenyl aldehyde (Z10-16:Al)은 야외포획 실험의 결과

그 존재가 추정되었다(Konno et al., 1982; Jung et al., 2000).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복숭아명나방의 성페로몬을 이용한

성분비별 유인효과 및 트랩 종류에 따른 효과검정을 수행하

고 수입제품과 국내 생산 페로몬성분의 활성을 비교하여 이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트랩 및 페로몬 혼합 비율별 유인력 검정

트랩 검정은 5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밤 재배원에서 Wing형, Funnel형, Delta형 3종의 트

랩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유인에 사용된 복숭아명나방 성페

로몬은 페로뱅크(Pherobank, 네덜란드)사에서 수입(순도

99%)한 제품으로 E10-16:Al과 Z10-16:Al 성분의 혼합은 그

린아그로텍(주)에 의뢰하여 구입하였다.

페로몬 루어는 고무격막에 페로몬 성분 1 mg (BHT와 헥

산 200 µl 혼합량)을 피펫으로 주입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 10-30분 보관하여 흡착시킨 다음 알루미늄 포장지

에 넣고, 실링기로 포장하여 제품을 만들어 냉장보관하고

이용하였다. 페로몬 루어(페로몬 성분이 흡착된 고무격막)는

30-40일 간격으로 교체하였고 트랩은 4-5 m 간격으로 통풍

이 잘 되는 지상 1.5-2 m 되는 밤나무 가지에 1개씩 달아 성

분비별로 각각 50개씩 처리하였다. 밤나무 재배원의 방향은

동남향이고 경사는 20-30o이었다. 페로몬 트랩의 설치는 가

장자리에서 20 m 안쪽부터 능선을 따라서 설치하였다. 트랩

의 설치는 경사 아래에서 위족방향으로 트랩의 구멍이 뚫린

방향을 향하게 하였다. 밤나무의 수령은 12-15년생이었다.

트랩은 1일 간격으로 포획된 수컷 성충 수를 조사하였다. 

페로몬 유인력 실험은 수입페로몬 성분을 이용하여 공주

시 정안면 친환경 밤 재배원에서 Funnel과 Delta 트랩을 이

용하여 복숭아명나방의 페로몬으로 알려진 E10-16:A1과

Z10-16:A1을 21개 조합으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

인력을 검정하였다. 

페로몬 성분의 국내 생산제품과 수입제품의 비교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페로몬 성분과 수입페로몬 성분으

로 시험하였다. 국내 제조 페로몬 성분은 제로텍(주) 회사에

조제 의뢰하여 구입하였고 E10-16:A1과 Z10-16:A1의 성분

비 75:25와 90:10 2가지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수입산의 비

교실험이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의 밤 재배원의 각각 3 장

소에서 실험되었다. 수입페로몬 제품은 6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내 제조 페로몬 성분은 7월 31일부터 10월 24

일까지 시험하였다. 두 제품 모두 Delta 트랩을 이용하여 복

숭아명나방의 유인력을 조사하였다. 

국내 생산페로몬 성분의 약량별 유인효과검정

국내에서 생산된 두 물질 E10-16:A1과 Z10-16:A1을 lure

당 약량(0.5, 1.0, 1.5, 2.0, 2.5 mg)을 달리하여 90:10,

80:20, 75:25의 비율로 복숭아명나방의 유인효과를 실험하

였다. Delta 트랩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공주, 부여, 청양)로

각각 50개씩 3장소로 나누어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트랩종류에 따른 유인력 검정 

3종의 트랩(Wing, Funnel, Delta)을 이용하여 유인력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Fig. 1). 복숭아명나방 수컷은 Wing 트랩

에서 40마리(15.2%), Funnel 트랩에서 31마리(11.8%), Delta

트랩에서 192마리(73.0%)가 유인되었다. Funnel 트랩은 일

반적으로 비교적 큰 나방류를 포획하는데 사용하고 Delta

트랩은 비교적 작은 나방을 포획하는데 적당하여 복숭아명

나방은 비교적 작은 나방이기에 Delta 트랩에서 가장 많은

수가 채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충에 따라서 페로몬

의 종류뿐만 아니라 트랩의 종류 선별도 해충방제를 위해서

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Attractive effect of 3 different traps against adults D.
punctife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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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몬 성분비에 따른 유인효과

가장 유인효과가 좋은 Delta형과 가장 낮은 효과를 보인

Fennel형을 이용하여 21가지의 페로몬의 성분 혼합에 따른

유인효과를 검정하였다(Fig. 2). Funnel 트랩에서 E10-16:

A1과 Z10-16:A1의 성분비가 80:20에서 복숭아명나방 성충

24마리가 포획되어 가장 높은 유인효과를 나타냈으나 1곳에

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유의성이 떨어졌다(Fig. 2A). 그 외

성분비에서는 65:35, 75:25에서 각각 1마리씩 포획된 것을

제외하고 유인효과가 없었다. Delta 트랩은 75:25에서 47마

리가 포획되어 가장 높은 유인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

다른 성분비에서는 90:10에서 27마리, 80:20에서 18마리,

60:40에서 17마리, 70:30에서 16마리가 포획되었으며 나머

지는 유인효과가 낮거나 없었다(Fig. 2B). 이와 관련하여

Konno et al. (1982)는 E10-16:A1과 Z10-16:A1의 비율이

90:10에서 최대 야외 유인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Choi (1998)

는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E10-16:A1과 Z10-16:A1의 비율

70:30과 80:20에서 3세대 발생예찰과 대량포획에 대한 가능

성을 보여주었고, 밤 재배원에서 75:25 조성비가 복숭아명

나방의 2세대에서, 90:10 조성비에서는 3세대의 유인 포획

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였다(Choi et al., 2008). 또한 Su

and Liu (1992)은 비록 70:30과 60:40이 최적의 포획비율이

지만 55:45와 80:20에서도 유의차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일

본에서의 야외 유인실험에서는 E10-16:Al와 Z10-16:Al를

90:10으로 혹은 80:20의 비율로 처리하였을 때가 E10-16:Al

만을 처리하였을 때 보다 유인력이 높았으며(Konno et al.,

1982), 중국에서는 두 성분의 비가 70:30과 90:10에서 잘 유

인되었는데(Liu et al., 1990), 후에 100:80에서 더 잘 유인

된다고 보고되었다(Liu et al., 1994). 국내에서는 Jung et al.

(2000)이 70:30, 80:20의 비율에서 가장 많이 포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성페로몬으로 사용하

는 물질은 같을지라도 유인되는 페로몬의 성분비는 여러 요

인에 의하여(트랩종류, 발생세대, 발생지역 등) 차이를 보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요인과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성분비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과 국내생산 페로몬 성분의 유인효과 검정

2가지 페로몬의 성분비에 따라 국내생산 페로몬 성분과

수입 페로몬 성분의 유인효과를 실험하였다(Fig. 3). 국산과

수입산 성분의 비교 실험에서는 성분비가 90:10일 때 3지역

모두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75:25의 경우, 3지역에

서 모두 생산지에 따른 유인력의 차이를 보였다. 페로몬을

이용한 유인력 실험에서는 3지역 중 공주지역에서 가장 많

은 복숭아명나방이 유인되었다. 공주지역에서 포획된 개체

수는 페로몬성분 비율이 90:10에서 1,431마리, 75:25에서는

Fig. 2. Attractive effect of D. punctiferalis in 2 different traps
with various blends of two pheromone constituents (E10-
16:A1 and Z10-16:A1) at 1 mg/lure. A: Funnel trap, B: Delta
trap. 

Fig. 3. Attractive effect of D. punctiferalis males in delta traps
with different sex pheromone ratios in 3 different areas using
imported pheromone constituents and domestic production of
pheromone constituents. A: 90:10 ratio of E10-16:A1 and Z10-
16:A1; B: 75:25 ratio of E10-16:A1 and Z10-16:A1. *p < 0.01;
**p < 0.001; ***p < 0.0001 denot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se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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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마리로 90:10 성분비에 비해 75:25 성분비에서 포획된

개체수는 83.4%로 나타났으며, 청양지역에서는 94.8%, 부

여지역은 88.4%의 비율로 나타났다(Fig. 3A). 그러나 수입

산 성분과 달리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공주지역에서는

90:10에서 1,318마리를 포획하였으나 75:25에서는 654마리

만이 포획되어 90:10의 페로몬성분 비율에 비하여 49.6%의

비율을 보였다(Fig. 3B). 마찬가지로 청양지역에서도 42.8%,

부여지역은 38.1%를 보여 수입산의 경우 페로몬의 성분비

90:10과 75:25에서는 유인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국내 생산 제품의 경우 성분비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생산 제품의 경우 수입제품보다 2

달 늦게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과 유사한 유인

활성을 보인 것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제

품의 사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국내 생산 제품의 약량별 유인효과 검정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서 페로몬 성분비 3종류에 따른

페로몬 성분함량별 복숭아명나방의 유인효과를 검정하였다

(Fig. 4). 공주지역에서는 90:10에서 높은 유인효과를 보였

는데, 2.5 mg/lure에서 가장 높은 유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A). 청양지역은 90:10에서 1 mg/lure에서 가장

유인효과가 높았으며 페로몬 양이 증가할수록 유인효과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80:20에서는 1.5 mg/lure에서 가장 낮은

유인효과를 보였으며 페로몬 양의 증가에 따라 유인효과도

증가하였다(Fig. 4B). 부여지역에서의 복숭아명나방의 유인

효과는 90:10에서 1.5 mg/lure을 처리하였을 때 가장 높은

유인효과를 보였다(Fig. 4C). 이와 관련하여 Choi (1998)는

밤 재배원에서 80:20의 1 mg과 4 mg, 75:25에서는 1 mg과

2 mg이 서로 간에 유의성이 없을 정도로 많이 포획되었다고

하였으나 단감 밭에서는 75:25의 비율에서 1 mg이 가장 높

은 포획 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성페로몬으로 (E)-10-hexadecenyl

aldehyde (E10-16:Al)와 기하이성질체인 (Z)-10-hexadecenyl

aldehyde (Z10-16:Al)가 알려져 있으나 이들의 성분비에 대

해서는 지역, 발생시기, 충의 세대에 따른 차이에 의해서 복

숭아명나방의 유인반응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페로몬에

의한 복숭아명나방의 예찰과 방제에 적용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트랩당 페로몬의 양은 1mg/lure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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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명나방에 대한 페로몬 트랩의 처리조건에 따른 유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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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페로몬(Sexual pheromone)을 이용한 교미교란(Mating disruption)으로 인한 새로운 방제법(Alternative

pest control)검정을 위하여 복숭아명나방(Dichocrocis punctiferalis Guenée)을 방제하는 방법 중 하나인 페로몬 트랩

을 이용하여 유인효과를 조사하였다. 델타트랩을 이용한 복숭아명나방의 유인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페로몬의 성분

(E)-10-hexadecenyl aldehyde (E10-16:A1)과 (Z)-10-hexadecenyl aldehyde (Z10-16:A1)의 비율을 다양하게 혼합한

실험에서는 75:25에서 가장 높은 유인효과를 보였다. 페로몬 성분의 국내산과 수입제품의 비교 실험에서는 성분비가

90:10일때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75:25일 경우에서는 수입페로몬성분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유인효과를 보였다. 페로

몬을 이용한 유인력 실험은 공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집되었다. 처리량에 따른 유인활성은 공주지역은 2.5 mg/lure,

청양은 1 mg/lure에서 가장 높은 유인활성을 보였으며, 부여에서는 페로몬의 양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복숭아명나방의 방제에 대한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밤 재배 농가에서 해충 방

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색인어 복숭아명나방, 성페로몬, (E)-10-hexadecenyl aldehyde, (Z)-10-hexadecenyl aldehyde, 델타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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