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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ect pests damages are increasing on the field of Lycium chinense under environment- friendly

management Thus, we was to monitor the occurrence of pests on organic L. chinense in Chungnam

Cheongyang and, insecticidal effect of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were tested against major

pests. When the buds come out, injury by L. chinense was very high causing the high population density of

Myzus persicae in late May and early June, and the injury by Lema decempunctata was increased from mid-

June. Otherwise, injuries by Eriophys macrodonis,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and Hedma spp. were

continued throughout the growing season. From the fruit held in late July, Hemipteran insects including

Plautia stali and Halyomorpba balys were sucking the fruit, and their injury to L. chinense were gradually

increased. For the eco-friendly environmental control of M. persicae, L. decempunctata and E. macrodonis,

EFAMs containing Sophora flavescens, Melia azedarach (Chinaberry), Chenopodium ambrosioides (Mexican

tea), Quassia amara (Amargo), Stemona sessilifolia, Sophora seeds and Nepeta cataria (Catmint), were

selected and used to control the insect pests. Control effects of the mixed extract with S. flavescens and

Sophora seeds against M. persicae and L. decempunctata were higher than any other EFAM as 84.0% and

86.6%, respectively. In case of E. macrodonis, its control effect was good with the mixed extract with S.

flavescens, C. ambrosioides and M. azedar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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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기자는 낙엽성 관목으로 독성이 없는 120종의 상약군

(上藥群)으로 취급하며 분류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Lycium chinense Mill. 이, 중국에서는 영하구기(Lycium

barbarum L.)가 주로 재배되며(Lee, 1998), 주로 약용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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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구기자는 간 독성보호효과, 노화억제

효과, 면역증진효과, 항산화 효과, 혈당강하 작용, 고혈압예

방 효과, 심혈관 관련 질환 예방, 갱년기 장애 유도시 골중

collagen 합성 효과, 항우울효과, 근력향상 효과, 주름개선효

과, 미백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8, Kim 등, 2011). 

우리나라에서는 청양 및 진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총 재배면적은 1990년도에 119 ha에서 2001년도에 157 ha

로 증가하였으나, 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한약재 수입개방

등에 의해 2006년도에는 119 ha로 감소되었다(Lee 등,

2008). 현재 구기자에 발생하는 해충은 총채벌레류, 진딧물

류, 잎벌레류, 나방류, 노린재류, 응애류, 깍지벌레류, 가루

이류, 매미충류등 약 14종이 보고되어 있지만(Lee 등,

2011), 아직까지 국내에서 구기자해충에 대한 조사결과는

많지 않으며, 구기자의 작기에 따라 발생하는 해충의 발생

조사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농민들이 방제시기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기자를 가해하는 주요 해충으로 보고되어 있는 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은 전 세

계적으로 주요 농업해충으로 식물체를 직접적으로 흡즙하여

생장저해를 일으키거나 2차적으로 감로배설로 인한 그을음

병을 유발시키고, 또한 흡즙시 구침을 통한 바이러스 매개

자로서 그 피해는 막대하며(Choi 등, 1984; Kim 등, 1986;

Seo 등, 2005), 기주식물은 총 66과 300여종으로 기주범위

또한 다양하여 피해가 상당하다(Shim 등,1977). 열점박이잎

벌레(Lema decempunctata)는 딱정벌레목 잎벌레과에 속하

며 형태적으로 유충의 몸은 점액질의 분비물로 뒤덮여 있으

며 여러 병원체를 매개하기도 한다. 열점박이잎벌레는 세대

순환이 매우 빠르며 따라서 밀도도 급격히 증가한다

(CARES, 2003). 유충과 성충 모두 잎을 갉아 먹으며, 그 식성

도 왕성하여 거의 모든 잎을 갉아 먹고 줄기만 남기며, 기주

선호성이 뚜렷하여 구기자나무만 섭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구기자혹응애(Eriophys macrodonis)는 응애목, 혹응애

과에 속하며(Lee 등, 1994), 구기자의 잎 조직을 팽창시켜

둥글고 보라색의 충영(mite gall)을 만들고 그 속에 기생하

며 구기자의 잎을 가해하는 해충이다. 구기자의 잎이나 꽃

받침, 과병 등에 발생하여 조기낙엽이나 미숙낙과의 원인이

되며 수확 후에는 열매를 검게 변색시켜 품질을 저하시킨다

(Kim, 1965, 1968). 구기자혹응애는 피해를 입은 가지나 잎

에서 성충으로 월동하여 연 6-7회 발생하며(Kim, 1968), 심

한 경우 95-100%의 피해율이 보고되었다(Lee 등, 1994). 현

재, 저항성품종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지만, 구기자의 혹응

애에 대한 생리 및 생태적인 연구는 거의 없고, 그 피해는

여전하다.

구기자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들의 방제를 위하여 화학살

충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지만, 그 결과 유기합성농약

의 부작용으로 약제 저항성 유발, 생태계파괴, 인축독성 등

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생태환경에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oshihara, 1988). 따라서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살충효과가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탐

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Saxena, 1989), 그 중

에서도 식물 유래성분을 이용한 친환경자재는 살충제, 곤충

기피제, 섭식저해제로서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

다(Schmutterer, 1980; Isman, 2006). 많은 종류의 식물에서

추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식물추출물은 인간과 가축에 안전

하다고 알려져 있으며(Arnason 등, 1989), 이들 추출물들은

다양한 생물활성물질을 함유하여(Wink, 1993) 많은 곤충에

살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식물에서 다

양한 종류의 추출물을 탐색하려는 노력이 농업해충을 방제

하는데 뿐만 아니라(Kwon 등, 1997; Isman, 2000) 위생해

충을 방제하고자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Yang 등,

2004). 식물추출물은 75여종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사용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성분은 고삼에서 추출한 matrine과

멀구슬나무에서 추출한 azadirachtin, 제충국에서 추출한

pyrethrin, 데리스에서 추출한 rotenone, 담배에서 추출한

nicotine, 차나무에서 추출한 saponin 등이 전체 추출물질 가

운데서 80% 이상을 차지한다(Kim 등, 2009). 

최근 들어 구기자는 그 열매가 한방에서 약제로써 많이

사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기농 재배농가

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

구기자재배지에 발생하는 해충의 계절적 발생양상을 조사하

여 주요해충으로서의 판단과 방제시기를 결정하고,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한 주요해충의 방제효과 등을 통한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선발 및 방제전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주요 해충 발생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일원에서 구기

자를 친환경으로 비가림 재배를 하고 있는 4 농가를 선정하

여 2012년 5월 초순부터 9월 하순까지, 2013년 5월 초순부

터 9월 중순까지, 2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농가별로 하우스 안쪽 좌우에 황색트랩과 청색트랩을 각각

2개씩 4개의 끈끈이 트랩(우리트랩 소형, 동부팜세레스)을

설치하였으며, 끈끈이 트랩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의 구기자 5가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왕복 10회 sweeping

및 1 가지 당 3잎을 무작위 선택하여 육안으로 관찰해 해충

의 발생유무를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대상 해충은 구기자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4종으로, 복숭아혹진

딧물(Myzus persicae)의 육안 관찰시 잎의 감로를 확인하여

개체수를 조사하였으며, 열점박이잎벌레(Lema decempunc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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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Henosepilachna vigintioctoma-

culata)의 경우 잎의 섭식 흔을 관찰하여 개체수를 조사하였

으며, 구기자혹응애(Eriophys macrodonis)는 잎의 충영의

개수를 조사하였다. 그 이외에도 발생되는 나비목은 끈끈이

트랩으로 포획된 개체 수와 노린재목 해충 등은 과실 주변

의 피해 흔적 등을 확인하여 sweeping을 통한 개체수를 조

사였다(Fig. 1). 

대상 해충 별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방제효과

구기자는 실내 재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의 노지 포장에 재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

며, 구기자는 약 4년생으로 가지 당 약 50잎이 달린 기주를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자재 5가지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각 대상 해충의 방제효과 실험은 실험결과의 신

뢰성 제고를 위하여 농약품목고시등록 기준의 살충제 약효

실험 시 시험 해충 발생정도 및 살충제 시험방법을 사용하

여 방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기상예보를 통한 강수확률을

고려하여 비가 오지 않은 날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복숭아혹진딧물 방제효과

2013년 4월 19일에 유성구 노은동 포장에서 다발생기에

추천농도로 희석한 약제를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하여 1 L의

약액을 약 50 cm 정도 자란 가지 당 50마리 이상 있는 기주

에 골고루 살포하였다. 무처리구는 수돗물을 처리하였으며

모든 처리구는 3반복하여 진행하였고, 조사는 약제처리 직

전과 약제처리 후 3일과 7일째 되는 날에 1 가지 당 생충수

를 조사하여 생충률과 방제가를 산출하여 처리 전후의 개체

군 밀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열점박이잎벌레 방제효과

2013년 4월 19일에 유성구 노은동 포장에서 열점박이잎

벌레 발생 초기에 추천농도로 희석한 약제를 휴대용 분무기

를 사용하여 1 L의 약액을 약 50 cm 정도 자란 가지 당 피

해엽률이 20% 이상 있는 기주에 골고루 살포하였다. 무처

리구는 수돗물을 처리하였으며 모든 처리구는 3반복하여 진

행하였고, 조사는 약제처리 직전과 약제처리 후 3일과 7일

째 되는 날에 1 가지 당 총 피해엽수를 조사하여 피해엽률

과 방제가를 산출하였다.

구기자혹응애 방제효과

2013년 6월 1일 유성구 노은동 포장에서 구기자혹응애 다

발생기에 추천농도로 희석한 약제를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

하여 1 L의 약액을 약 50 cm 정도 자란 가지 당 피해엽률이

20% 이상 있는 기주에 골고루 살포하였다. 구기자혹응애의

경우 3일 간격으로 3회 경엽처리하였다. 무처리구는 수돗물

을 처리하였으며 모든 처리구는 3반복하여 진행하였고, 조

Fig. 1. Photographs of insect pests occurring on Lycium
chinense at the field of Lycium chinense with eco-friendly
environmental agriculture. A: Myzus persicae; B: Lema
decempunctata; C: Eriophys macrodonis; D: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E: Hedma lycia sp; F: Halyomorpba
balys.

Table 1. Component contents and recommendation concentration of the five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for the
control of insects occurring at Lycium chinense

Product labell Component contents1 The ratio of components
Recommendation concentration

Dosage (ml)/Water (L)

EFAM-A SO+ME+SU 90% 20 ml/20 L

EFAM-B SO+SU - 30 ml/20 L

EFAM-C QU+SS - 20 ml/20 L

EFAM-D SO 60% 20 ml/20 L

EFAM-E SO+ST+SU+CA 47% 20 ml/20 L

Control Water -

1SO: Sophora flavescens; SU: Melia azedarach (Chinaberry); ME: Chenopodium ambrosioides (Mexican tea); QU: Quassia amara
(Amargo); ST: Stemona sessilifolia; SS: Sophora seeds; CA: Nepeta cataria (Cat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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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최종약제처리 15일 후에 1회 조사하며 1 가지 당 30엽

중 혹 형성수와 혹 발생엽수를 조사하여 혹형성률, 혹발생

엽률과 방제가를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은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하여 친환

경유기농자재 처리 시 사충률과 열점박이잎벌레에 대한 친

환경유기농자재 처리 시 피해엽수, 구기자혹응에 대한 친

환경유기농자재 처리 시 혹발생엽수와 혹형성수의 실험결

과를 SPSS(PASW Statistic 18.0)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

해 각 기록 결과 간 p < 0.05 범위에서 유의성 검정을 수행

하였다.

결 과

주요 해충 발생상

충청남도 청양군 상갑리 일원의 4곳의 친환경 구기자 재

배지에서 구기자에 발생하는 4가지의 주요 해충들과 노린재

류와 나방류들의 발생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구기자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해충

들로는 Fig.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숭아혹진딧물을

비롯하여, 열점박이잎벌레, 구기자혹응애, 큰이십팔점박이무

당벌레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갈색날개

노린재를 비롯한 썩덩나무노린재, 삿뽀로잡초노린재, 눈박

이알노린재 등이 구기자를 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구기자뿔나방을 포함한 나비목 해충의 경우 발생량은 그

리 많지 않았으며 그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

숭아혹진딧물은 2012년과 2013년 공히 우점종으로 밀도가

높았으나, 나머지 해충은 2012년 밀도가 낮았으나 2013년

에는 높았다. 반면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의 해충의 발생정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이는 2012년도의 기상과 비교하였을 때 비

교적 강수량이 낮았으며 장기적으로 고온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기상에 따른 재배작기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2012년도에는 2013년도 보다 7월에 저온이

유지되었고, 8월에는 고온을 유지 하는 등 평균기온의 차이

를 볼 수 있으며, 강수량의 경우에도 2012년도에는 6월까지

Fig. 2. Changes of seasonal occurrence and average number of
population densities of Myzus persicae, Lema decempunctata,
Eriophys macrodonis,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Lepidopteran insects and Hemipteran insects at 4 fields of
Lycium chinense unde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in
2012 (A) and 2013 (B).

Fig. 3. Average temperatures (A) and precipitation (B) per 10
days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Note this Meteoro-
logical data was quote from th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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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은 반면에 7월 초중순과 8월에 높은 강수량을 나타

내었으나, 2013년도에는 강수량의 차이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Fig. 3). 본 조사팀이 조사한 친환경 구기자

재배지의 경우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어 실제 기상

자료와는 많이 상이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2012년도

가 2013년도보다 더 많은 해충들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친환경 재배지에서 구기자 해충의 계

절적 발생양상을 조사한 결과(Fig. 2), 복숭아혹진딧물은 일

반적으로 구기자 여름작기의 초엽기인 5월 하순과 6월 초순

에 발생량이 많으며 한여름의 고온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며, 8월 하순에 여름작기 수확이 마무리가 되고 9월 초순

부터 다시 가을 초엽기가 시작되며 다시 발생한다. 2차 대

발생 시기를 보면 2012년도에는 8월 하순부터, 2013년도의

경우 8월 초순과 9월 중순에 많은 발생을 확인하였다. 열점

박이잎벌레의 경우 발생량이 2012년도에는 5월부터 발생이

되어 6월 말과 8월 초 구기자 여름작기의 성엽기에 대발생

이 되어 유충과 성충 모두 구기자 잎을 가해하면서 많은 피

해를 주고 있었으나, 2013년도에는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하

여 발생량이 매우 줄어들어 그 피해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기자혹응애의 경우에도 열점박이잎벌레

와 같이 성엽기에 발생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년도별 발생

경향에 있어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6월 말에 발생 최성기를 보였으나 2013년도에는 7월 중순에

발생 최성기를 보였다.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 6월 초순

에서 8월 중순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012년도에 비하여 2013년도에 그 수가 증가

함으로 유충과 성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였다. 나비목

해충은 두 해 모두 발견되었지만 매우 소량이였으며 그 피

해는 미비하였다. 그 중 구기자뿔나방은 6월 초순에 발생

최성기를 보였다. 나비목 해충과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

연중 내내 소량 발생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수 차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개

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방제효율이 낮거나 난방제 해충

인 것으로 사료된다.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삿뽀

로잡초노린재, 눈박이알노린재 등은 구기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7월 중순경부터 유인되기 시작하여 8월 중하순에

발생 최성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농가별 해충의 발생량의

차이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처리하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복숭아혹진딧물과 열점박이잎벌레의

발생 비율이 전체 해충발생 비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 해충별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방제효과

복숭아혹진딧물 방제효과

대부분의 약제에 대하여 복숭아혹진딧물의 방제효과는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다른 약제에 비하여 고삼과 멀

구슬나무 추출성분으로만 이루어진 EFAM-B 약제가 처리

7일후에 16.6%의 낮은 생충률을 보이며 또한 3일 후 7일 후

에 각각 86.2%와 84.0%의 방제가를 보였다(Table 2). 

열점박이잎벌레 방제효과

열점박이잎벌레의 경우 해당 해충의 섭식흔적에 따른 피

해엽률를 조사한 결과, 복숭아혹진딧물의 방제효과와 마찬

가지로 EFAM-B 약제가 다른 약제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삼과 멀구슬나무 추출성분으로만 이루어진

EFAM-B 약제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피해엽률이 처리 3일

후, 7일 후 각각 11.7%, 그리고 고삼과 양명아주, 멀구슬나

무로 이루어진 EFAM-A 약제에선 처리 3일후, 7일후 각각

34.9%, 39.6%의 피해엽률이 조사되어 약제처리 후 피해엽

수가 다른약제에 비하여 적게 발생되어 이는 열점박이잎벌

레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위 두 약제는 모두 멀구슬나무의 추출성분이 포함되어 있으

며(Table 1), 열점박이잎벌레에 대한 방제효과가 우수한 것

으로 사료된다. 

Table 2. The survival rate and control values of Myzus persicae for 3 and 7 days after treatment with 5 different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Product label
Survival rate ± SD with days after treatment Control values with days after treatment

3 days 7 days 3 days 7 days

EFAM-A 953.6 ± 21.2a 923.7 ± 2.9a 48.2 77.1

EFAM-B 914.3 ± 5.2a 916.6 ± 2.2a 86.2 84.0

EFAM-C 943.0 ± 10.6a 924.3 ± 17.8a 58.5 76.5

EFAM-D 945.7 ± 29.0a 924.8 ± 6.8a 55.8 76.0

EFAM-E 931.0 ± 37.4a 921.1 ± 11.7a 70.1 79.6

Control 103.5 ± 4.1b 108.4 ± 1.4b - -

p 0.006** 0.000**

Values represent by mean ± SD, *: P < 0.05; **: p < 0.01; Completely randomi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by Duncan in SPSS
vers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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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혹응애 방제효과

구기자혹응애의 혹이 다량 발생하였을 때에 추천농도로

희석한 약제를 1가지 당 피해엽률이 20% 이상 있는 기주에

3일 간격으로 3회 경엽처리하여 15일 후, 1가지 당 혹발생

엽률과 혹형성률 조사하여 방제가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고삼, 양명아주, 멀구슬나무의 추출물로 이루어진 EFAM-A

약제처리후에 혹형성률은 0.6%로 매우 낮은 혹형성을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그러나 혹발

생엽률이 1.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방제가는

9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구기

자혹응애가 거의 방제되어 더 이상 충영을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구기자혹응애에 대해 EFAM-A의 방제효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 찰

주요해충으로서 판정은 그 기준이 다양하다. 발생량이 많

거나, 피해가 크거나, 개체의 증식이 빠르거나 피해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등 재배에 있어 품질과 수량저하에 따른 경

제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요해충으로 추정할 수 있다(Lee 등,

2011b). 구기자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조사 보고에서 Lee

등(2000)은 꽃노랑총채벌레, 대만총채벌레, 복숭아혹딧물,

열점박이잎벌레,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구기자혹응애, 왕

담배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점박이응애, 구기자뿔나방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2011년에는 구기자유기재배지

에서 노린재류, 온실가루이, 뽕나무깍지벌레, 마름무늬매미

충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Lee 등, 2011). 하지

만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일원의 친환경재배지에서 마름무

Table 3. Rate of damage leaf and control values of Lema decempunctata for 3 and 7 days after treatment with 5 different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Product label
Rate of damage leaf ± SD with days after treatment Control values with days after treatment

3 days 7 days 3 days 7 days

EFAM-A 34.9 ± 43.9 39.6 ± 47.3 60.3 55.0

EFAM-B 11.7 ± 14.9 11.7 ± 14.9 86.6 86.6

EFAM-C 64.9 ± 104.7 92.1 ± 84.2 26.1 -4.8

EFAM-D 50.1 ± 23.5 140.6 ± 71.0 43.0 -59.9

EFAM-E 79.3 ± 47.4 98.6 ± 35.0 9.7 -12.2

Control 87.9 ± 110.8 94.8 ± 104.9 0.0 -7.8

p 0.005** 0.016*

Values represent by mean ± SD, *: P < 0.05; **: p < 0.01; Completely randomi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by Duncan in SPSS
version 20.0.

Table 4. Rate of leaf forming gall and control values of
Eriophys macrodonis for 15 days after treatment with 5
different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Product 
label

Rate of leaf to form 
gall ± SD with days 

after treatment

Control values
with days after 

treatment

15 days 15 days

EFAM-A 1.1 ± 1.9a 98.9

EFAM-B 86.2 ± 23.9cd 10.8

EFAM-C 38.9 ± 15.8ab 59.8

EFAM-D 73.3 ± 40.6cd 24.1

EFAM-E 48.4 ± 34.8b 50.0

Control 96.7 ± 5.8c 0.0

p 0.05*

Values represent by mean ± SD, *: P < 0.05; **: p < 0.01;
Completely randomi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by
Duncan in SPSS version 20.0.

Table 5. Rate of formation gall and control values of Eriophys
macrodonis for 15 days after treatment with 5 different eco-
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Product label

Rate of formation 
gall ± SD with days 

after treatment

Control values 
with days after 

treatment

15 days 15 days

EFAM-A 0.6 ± 1.1a 99.4

EFAM-B 63.5 ± 44.5a 38.7

EFAM-C 40.8 ± 44.3a 60.6

EFAM-D 85.3 ± 100.4a 17.7

EFAM-E 65.8 ± 70.8a 36.5

Control 103.6 ± 37.1a 0.0

p 0.390

Values represent by mean°æSD, *:P<0.05; **:p<0.01; Completely
randomi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by Duncan in SPSS
vers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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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매미충, 깍지벌레류의 발생은 거의 없고, 총채벌레류, 가

루이류의 해충도 끈끈이트랩에 채집되지 않았으며, 탐문조

사를 통해 본 조사지역의 구기자 주요 해충으로 복숭아혹진

딧물, 열점박이잎벌레, 구기자혹응애,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

레, 노린재류, 나방류 해충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계절에

따른 발생상을 조사 하였다. 이루어진 해충발생조사 주요

대상인 6종의 해충은 품종과 재배지역, 재배지의 관리 등에

따라 발생정도가 다르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복숭아혹진딧물은 구기자의 초엽기 시기인 5월 하

순과 6월 초순에 신초가 부위에 다발생한 뒤 고온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발생량이 감소하나 곧 8월 하순부터 증가한다.

복숭아혹진딧물은 세대기간이 매우 짧고 번식 또한 왕성하

여 초기 방제가 되지 않으면 국부적 발생에서 곧 전체 기주

로 확산됨은 구기자재배시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해충임을

알 수 있다. 열점박이잎벌레의 발생소장에 대한 이전연구에

서 약충 및 성충은 6월 초순부터 발생이 증가하였고, 6월 중

순 발생최성기를 나타내고 7월 초순부터 급격한 감소를 나

타내었다(Jun 등, 1989). 또한 열점박이잎벌레와 기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는 열점박이잎벌레는 기상과의

발생패턴이 알, 약충 및 성충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불규칙하였고 발생분포가 적게 나타났다고 하였다(Lee,

2010). 앞의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도 5월 초

순에 발생이 시작되어 6월 말에 최성기를 보였으며 기상패

턴에 따른 발생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따라서 6

월 초순경에 약제 살포를 통한 방제 최적기로 사료되며 방

제전략을 세울 수 있다. 

구기자혹응애의 이전연구를 보면 구기자혹응애 피해조사

결과 7월 하순경에 높은 피해주율을 보였으며, 구기자 품종

별에 따른 피해엽률 조사에서 일본1호, 영하, 중국2호 등의

피해엽률이 낮고 청양재래품종이 매우 높았다(Lee 등,

1981). 또한 구기자혹응애의 충영은 평균기온 20-30oC 조건,

평균습도 70-90% 범위, 강수량 10 mm 이하, 평균지온 20-

30oC 조건에서 발생하였다(Lee, 2010). 이처럼 구기자혹응

애의 발생은 품종과 기상조건에 따라 발생량의 편차가 나타

나는 편이다. 본 조사에서 구기자 시설 재배지에서는 피해

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구기자혹응애의 혹 형성 후

에는 방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강릉지역

의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발생소장 연구에서는 큰이십팔

점박이무당벌레는 5월초부터 9월말까지 발생하였으며 연 3

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충은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로 발생한다고 하였다(Kwon 등, 2010).

본 조사 시에서도 6월 초순과 8월 중순에 발생 최성기를 보

이나 연중 내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사시 알 수 있었던 점은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발생

량은 적지만 유충과 성충이 같은 구기자나무의 잎을 잎맥만

남기고 모두 섭식하며 그 섭식량 또한 높아 그 피해가 심각

함을 알 수 있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발생량이 증가

했음을 확인하여 유충이 발생하는 시기에 방제 대책을 집중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 시 주로 구기

자를 가해하는 나방류로 구기자뿔나방의 발생이 5월 하순부

터 7월 초순까지 발생하였으며 발생 최성기는 6월 초순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발생량은 극히 소량이었지만 해마다 발

견되는 것으로 보아 방제가 쉽지 않아 방제방법 연구가 필

요하다(Lee 등, 2011). 

본 연구에서 구기자의 주요해충으로 추정한 복숭아혹진딧

물과 열점박이잎벌레 그리고 구기자혹응애에 대한 친환경유

기농자재의 방제효과는 고삼과 멀구슬나무 추출성분이 있는

약제에서 살충률과 방제가가 우수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대

부분의 식물추출물은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하여 살충력이 높

지 않지만 고추씨와 겨자추출물이 약 49%의 살충력을 나타

냈으며(Park 등, 2008),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존의 살충물질

개발 연구에서도 낮은 살충력을 보였다(Kim 등, 2005a). 하

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삼추출물이 목화진딧물과 복숭아혹

진딧물에 대해 높은 살충률을 나타내었다(Kim 등, 2005b).

본 연구에서도 고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모든 실험 약제

에 대한 복숭아혹진딧물의 방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Hwang 등(2009)은 멀구슬과 고삼성분의 약제의 주요 해충

과 천적에 대한 독성평가에서 오이총채벌레에 대하여

68.1%로 일반 살충제처럼 높은 살충효과를 나타내지는 않

았지만, 벼멸구에 대하여 처리 후 5일째에 95% 이상, 목화

진딧물은 처리 후 3일째에 95% 이상, 배추좀나방의 경우는

95% 이상의 높은 살충률을 나타내어 친환경자재로서 난방

제 해충의 밀도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

이 고삼과 멀구슬나무 추출물에 대한 진딧물류의 방제효과

는 높게 나타났다. 멀구슬나무의 주요 성분인 azadiracthin은

200여종의 곤충에 대해 섭식저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usher, 1997). 열점박이잎벌레에 대한 식물추출물의

방제효과 결과 EFAM-A, EFAM-B, EFAM-E의 약제에서

구기자나무의 피해엽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으므로 높은 방

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위 세 약제에는 모두 멀구슬나무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전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섭식저해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양명아주는 저장해

충에 대하여 섭식저해(Malik, 1984), 산란억제 및 살충력이

우수하다 하였으며 마른 잎 보다 essential oil에서 높은 독

성을 가진다고 하였다(Tapondjoua et al, 2002). 본 연구에서

도 구기자혹응애는 고삼과 멀구슬나무 그리고 양명아주의

추출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제에 대하여 혹형성률과 혹발생엽

률이 감소하여 방제효과가 우수하였다. 하지만 식물추출물

성분 제제는 추출방법, 식물체 사용부위, 농도에 따른 활성

차이(Kim 등, 2009), 처리방법이나 처리시기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 그 살충력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

다. 따라서 식물추출물 단일성분으로 이루어진 여러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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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력 실험과 더불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기자의 친환경재배시 발생하는

해충들의 적합한 방제적기와 효과적인 방제방법 모색에 기

초자료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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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1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2충남농업기술원 청양구기자시험장

요 약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구기자 재배지에서 해충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충남

청양군 일원 친환경 구기자 재배지에서 2년간 해충의 발생상을 조사하고 주요 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제의 효과를

시험하였다. 구기자나무의 초엽기인 5월 하순과 6월 초순에는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이 피해가 심하며, 6

월 중순부터는 열점박이잎벌레(Lema decempunctata)의 피해가 심하고, 구기자혹응애(Eriophys macrodonis), 큰이십

팔점박이무당벌레(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뿔나방류(Hedma spp.)의 피해는 연중 계속되었다. 열매가

열리는 7월 하순부터는 열매를 흡즙하는 노린재류의 밀도가 급증하여 피해가 심해지는데, 특히 갈색날개노린재

(Plautia stali)와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ba balys) 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구기자의 주요 해충인 복숭아

혹진딧물, 열점박이잎벌레, 구기자혹응애에 대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효과에서는 고삼, 멀구슬나무, 양명아주, 쿠아

시아, 백부근, 너삼 등의 식물추출물로 이루어진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선발하여 사용하였다. 복숭아혹진딧물과 열점

박이잎벌레의 경우 고삼과 멀구슬이 혼합된 제제에서 각각 84.0%, 86.6%의 방제가를 보여 다른 제제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혹응애의 경우 고삼과 멀구슬나무, 양명아주 식물추출물이 혼합된 제제에서 낮은 혹형성률을 보였다.

색인어 구기자, 해충, 친환경유기농자재, 방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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