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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pest control efficac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EFAMs) according to their spray time and frequency against alfalfa weevil, Hypera postica

Gyllenhal, at Chinese milk vetch field in Miryang, Korea. Larva, pupa and adult of H. postica occurred more

in year 2010 than those in 2011, and the larval population peaked 5 days faster in year 2010 than on 10th

May in 2011. Control efficacies of EFAMS sprayed on various time and in several frequencies to H. postica

during April in 2010 were 73.6%, 71.9% and 66.2% at single spray in early, middle and late April, respectively

and ranged from 77.1% to 78.9% when sprayed twice. With three times spray the control efficacy averaged

87.2%. Control efficacies of EFAMs with a single application in early, middle and late April in 2011 were

57.9%, 66.8% and 65.2%, respectively and ranged from 73.7% to 76.8% when sprayed twice. Control

efficacy averaged with 82.7% when EFAMs were sprayed for three times. Accordingly, control efficacy of

EFAMs against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spray frequency. Among the tested, Ungsamee®, Wangjoong-

wangeco® and Muchungjidae® with a single application showed relatively higher control efficacy with a 4 to

16% lower control rate than a chemical insecticide, etofenprox 20EC. Therefore, Ungsamee®, Wangjoong-

wangeco® and Muchungjidae® can be effectively used for management of H. postica when sprayed at early

April for high occurring population and middle April for low occurring population with a single spray.

Key words Chinese milk vetch, control efficacy, damag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 Hypera

postica, sprayed times

서 론

알팔파바구미(Hypera postica Gyllenhal)는 딱정벌레목

(Coleoptera) 바구미과(Curculionidae)에 속하는 녹비작물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Baba, 1983; Morimoto, 1987).

본 해충은 유라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서남아시아, 북아프리

카, 북아메리카, 유럽 및 극동아시아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

다(Titus, 1910; Cothran and Summers, 1972; Miller et al.,

1972; Baba, 1983; Morimoto, 1987; Lee et al, 2012). 알팔

파바구미는 자운영, 헤어리베치, 크림슨크로바, 얼치기완두,

토끼풀 등 콩과작물이 기주식물로 보고되어 있다(Essig and

Michelbacher, 1933; Pienkowski and Golik, 1969; Armbrust

and Gyrisco, 1975; Baba, 1983; Morimoto, 1987; Hoff et

al., 2002; Kim et al., 2003).

국내에서 알팔파바구미가 자운영 및 헤어리베치의 주요

해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부터로 이는 화

학비료 절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녹비작물의 재배가 크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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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im et al., 2008;

Lee et al., 2012). 본 해충은 2000년과 2001년에 국내로 수

입된 건초류의 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나, 식물

에서는 2001년 제주도의 클로바 및 살갈퀴에서 최초로 발생

이 확인되었다(Kim et al., 2003). 그 후 남부지방에서 자운

영 등 녹비작물의 재배의 증가와 더불어 2005년 사천 및 하

동 등의 자운영 재배포장에서 알팔파바구미가 대량으로 발

생하여 자운영에 큰 피해를 줌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Lee et al., 2012).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알팔파바구미의 발

생은 일본에서 1982년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Baba, 1983), 중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자운영을 가해하

는 해충으로 분류하였다(Morimoto, 1987). 

알팔파바구미는 알, 유충, 번데기 및 성충의 발육단계를

거치며, 5월에 우화한 1세대 성충이 하면처로 이동하였다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자운영 및 헤어리베치 등의 녹비작

물로 비래하여 줄기 속에 산란한다(Essig and Michelbacher,

1933; Guerra and Bishop, 1962; Morimoto, 1987; Lee et

al., 2012).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에 피해를 많은 주는 것은

유충으로 봄철에 기온이 높으면 짧은 기간동안 발생량이 크

게 증가하여 녹비작물의 잎, 줄기, 꽃 및 꼬투리 등을 가해

함으로 생체량을 크게 떨어뜨린다. 녹비작물은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를 통하여 화학비료 절감 및 친환경 농산물을 생

산하기 위하여 재배됨으로 재배과정에 일체의 화학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자운영 등 녹비작물의

안정생산에 문제되는 알팔파바구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선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친환

경농자재는 화학농약에 비해 가격이 비싸 사용자에게 경제

적 부담이 됨으로 녹비작물의 경제적 생산을 위해 처리시기

및 횟수에 따른 알팔파바구미의 방제효과를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팔파바구미의 발생양상을

조사하여 님과 고삼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처리시기 및 횟수에 따른 알팔파바구미의 방제효과를 평가

하여 기상조건에 따른 자운영 가해 알팔파바구미의 효과적

방제시기 및 횟수를 정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알팔파바구미 발생조사

알팔파바구미의 유충, 번데기 및 성충의 발생량은 2010년

과 2011년 3월 상순부터 5월 하순까지 5일 간격으로 밀양에

소재하는 국립식량과학원 잡곡과 자운영 포장에서 조사하였

다. 포충망(망직경 36 cm, 망길이 80 cm, 대길이 100 cm)을

이용하여 반복당 5회 왕복으로 스위핑하였고, 3반복으로 조

사하였다. 2010년과 2011년 1월 상순부터 5월 하순까지 순

별 누적강수량과 누적평균기온은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친환경농자재의 처리에 따른 방제효과

밀양의 잡곡과 자운영 포장에 발생하는 알팔파바구미를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친환경농자재는 그린졸®(neem추출

물 함유), 무충지대®(고삼추출물 함유), 응삼이®(님추출물+

고삼추출물+미생물 함유), 왕중왕에코®(멀구슬추출물+고삼

추출물 함유)와 화학농약인 etofenprox 20EC를 각각 1,000

배로 희석하여 전기충전식 분무기((주)계양전기, KCS-432A)

로 각 처리구별(4.0 m2 = 2.0 m × 2.0 m) 1.000 ml씩 경엽에

분무처리 하였다. 친환경농자재의 살포는 2010년에 1회 처

리는 4월 9일, 4월 16일 및 4월 26일 이었으며, 2회 처리는

4월 9일+4월 16일, 4월 9일+4월 26일 및 4월 16+4월 이었

고, 3회 처리는 4월 9일+4월 16일+4월 26일 이었다. 2011

년에는 1회 처리는 4월 8일, 4월 18일 및 4월 27일 이었으

며, 2회 처리는 4월 8일+4월 18일, 4월 8일+4월 28일, 4월

18일+4월 27일 이었고, 3회 처리는 4월 8일+4월 18일+4월

28일 이었다.

처리자재에 따른 방제효과는 처리 전 무처리구에서 피해

엽수율과 처리후 5일에 각 처리구에서 피해엽수율을 조사하

여 계산하였다. 즉, 방제효과는 무처리구 피해엽수율-처리구

피해엽수율/무처리구 피해엽수율×100으로 계산하였다. 피

해엽수율 조사는 2010년에는 처리 5일후에 처리구당 임의

의 100개의 자운영 신엽(줄기 상부 5 cm 이내에 있는 신엽)

에서 알팔파바구미 유충에 의한 피해엽수율을 조사하였다.

2011년에는 처리 5일후에 각 처리구에서의 자운영 30경에

대한 피해엽수율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자재처리후 피해엽

수 조사는 모두 3반복으로 처리하였다. 

통계처리

자운영 포장에서 친환경농자재의 처리시기 및 횟수에 따

른 알팔파바구미에 의한 자운영의 피해엽수율을 조사하여

각 처리별 평균값을 Tukey's HSD 검정(p=0.05) (SAS Institute

Inc., 2004)으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알팔파바구미의 발생양상

밀양의 자운영 포장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조사된 알팔

파바구미의 유충, 번데기 및 성충의 발생양상은 Fig. 1과 같

았다. 유충은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발생되었고, 발생

피크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월 5일과 5월 10일 이었

다. 번데기는 2010년에는 5월 5일부터 2011년에는 5월 20

일부터 나타났다. 성충은 전년도에 우화한 성충이 하면 처

로 이동하여 월동한 성충과 자운영 포장에서 우화한 1세대

성충을 조사하였는데, 월동 성충은 4월 중순부터 4월 하순

까지 신성충인 1세대 성충은 5월 상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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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팔파바구미의 유충, 번데기 및 성충의 발생량은 연도

간에 차이가 컸었고, 특히 유충의 발생량은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이유는 2010년과 2011년에 1월부터 5월까지

의 누적 평균기온과 강수량을 조사한 결과(Fig. 2), 누적 평

균기온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도

간 누적평균기온과 강수량은 2011년보다 2010년에 지속적

으로 높고 많았다. 하지만 2월부터 4월까지는 자운영의 줄

기 속에 산란된 알팔파바구미의 알이 유충으로 발육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이 기간의 기온과 강수량은 자운영

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누적 평균기온은

알팔파바구미의 알과 유충의 발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3월부터 4월까지의 지나친 강우는 알팔파

바구미 유충의 발생량을 낮출 수 있어 연도간 알팔파바구미

의 발생량은 누적 강수량보다 누적 평균기온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Lee et al.(2012)은 진주의 자운영

포장에서 알팔파바구미의 성충은 싹튼 강낭콩을 주입한

Pitfall트랩으로 1월 중순에 가장 많이 유인되었고, 유충은

Shake-bucket 및 Shake-picking법으로 3월 중순부터 발생된

다고 하여 본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알

팔파바구미의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로 자운영 포장에서 알

팔파바구미의 실제적 관리를 위한 발생량 조사는 포충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Lee et al.(2012)의

조사법에 의하면 알팔파바구미 성충은 1월 중순에 가장 유

인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겨울철의 자운영은 거의 생육이

정지된 상태로 식물체가 지면에 거의 붙여있는 상태로

Pitfall트랩이 알팔파바구미의 월동처 역할 및 먹이제공에 따

른 일시적 유인효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자운영에서 알팔파

바구미는 겨울철보다 봄철에 월등하게 많이 발생함으로

Pitfall트랩은 성충조사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충조사는 포충망보다 Shake-bucket 및 Shake-picking법이

훨씬 정밀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

어 방제시기 결정에 불리함으로 포충망조사법이 매우 효과

적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처리에 따른 방제효과

자운영 포장에서 친환경농자재 처리시기 및 횟수에 따른

알팔파바구미의 방제효과는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2010년의 평균 방제효과는 4월 상순(4월 9일), 중순(4월 16

일) 및 하순(4월 26일)에 각각 1회 처리 시 73.6%, 71.9%

및 66.2%로 이었으며, 4월 중 2회(상순+중순, 중순+하순,

상순+하순) 처리 시 77.1~78,9%로 처리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4월 중 3회(상순+중순+하순) 처리 시 87.2%를 나타

내었다. 

2011년의 평균 방제효과는 4월 상순(4월 8일), 중순(4월

18일) 및 하순(4월 27일)에 각각 1회 처리 시 57.9%, 66.8%

및 65.2%로 이었으며, 4월 중 2회(상순+중순, 중순+하순,

상순+하순) 처리 시 73.7~76.8%로 처리시기에 따른 큰 차

이가 없었고, 4월 중 3회(상순+중순+하순) 처리 시 82.7%를

나타내었다. 알팔파바구미에 대한 친환경농자재의 방제효과

는 연도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기상조건 특히 누적평균기

온에 따른 자운영의 생육과 그에 따른 알팔파바구미 유충의

발육과 발생량의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러한 발생량의 차이는 시험에 사용된 처리자재의 방제효과

의 차이로 나타났는데, 2011년도보다 2010년에 처리자재의

방제효과가 높은 것은 무처리에서 알팔파바구미의 발생량이

많아 자운영의 피해엽율이 높아서 방제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험에 사용된 친환경농자재 4종의 조성은 크게 고삼과

님추출물을 함유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알팔파바구미

에 대한 방제효과가 높았던 무충지대®, 응삼이® 및 왕중왕

에코®는 모두 고삼추출물을 함유한 것으로 이들의 방제효과

는 화학농약인 etofenprox 20EC에 비해 2010년에는 약 4~

12%(67.5~78.3%) 그리고 2011년에는 9~16%(60.0~69.2%)

낮았지만, 친환경유기농자재로서 방제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Natural Chemistry Science Institute,

1996; Isman, 2006). 그 결과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Fig. 1. Occurrence of the larva, pupa and adult Hypera postica
on Chinese milk vetch in Miryang, Korea.

Fig. 2. Comparison of the accumulated precipitation (AP) and
accumulated mean air temperature (AMAT) from early
January to late May in 2010 and 2011 in Mirya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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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rol efficacy of EFAM according to spray time and several spray frequencies against alfalfa weevil, H. postica, on
Chinese milk vetch in Miryang, 2010

Sprayed date
and frequency

EFAM
Leaf damaged rate 
(%, mean ± SD)1

Control efficacy (%) Mean (%)

9th Apr.

Greenjol 11.3 ± 2.5b 50.9

73.6

Muchungjidae 5.7 ± 0.6c 75.2

Ungsamee 4.7 ± 0.6c 79.6

Wangjoongwangeco 5.0 ± 1.0c 78.3

Etofenprox 3.7 ± 1.2c 83.9

Untreatment 23.0 ± 3.0a −

16th Apr.

Greenjol 20.3 ± 2.5b 47.5

71.9

Muchungjidae 10.3 ± 1.5c 73.4

Ungsamee 8.7 ± 1.2c 77.5

Wangjoongwangeco 9.3 ± 1.5c 76.0

Etofenprox 5.7 ± 1.2c 85.3

Untreatment 38.7 ± 2.5a −

26th Apr.

Greenjol 26.3 ± 3.1b 40.2

66.2

Muchungjidae 14.3 ± 1.5c 67.5

Ungsamee 12.0 ± 2.0c 72.7

Wangjoongwangeco 13.0 ± 2.0c 70.5

Etofenprox 8.7 ± 1.5c 80.2

Untreatment 44.0 ± 2.0a −

9th+16th Apr.

Greenjol 14.3 ± 2.5b 55.3

77.1

Muchungjidae 6.7 ± 1.2c 79.1

Ungsamee 5.3 ± 0.6c 83.4

Wangjoongwangeco 6.0 ± 1.0c 81.3

Etofenprox 4.3 ± 0.6c 86.6

Untreatment 32.0 ± 3.0a −

16th+26th Apr.

Greenjol 13.7 ± 2.1b 64.9

78.6

Muchungjidae 8.3 ± 0.6c 78.7

Ungsamee 7.3 ± 0.6c 81.3

Wangjoongwangeco 7.7 ± 0.6c 80.3

Etofenprox 4.7 ± 0.6c 88.0

Untreatment 39.0 ± 3.0a −

9th+26th Apr.

Greenjol 13.7 ± 2.1b 64.0

78.9

Muchungjidae 7.7 ± 1.2c 79.7

Ungsamee 6.7 ± 0.6c 82.4

Wangjoongwangeco 7.0 ± 1.0c 81.6

Etofenprox 5.0 ± 1.0c 86.8

Untreatment 38.0 ± 3.0a −

9th+16th+26th Apr.

Greenjol 13.7 ± 1.5b 66.8

87.2

Muchungjidae 4.0 ± 1.0c 90.3

Ungsamee 3.0 ± 0.0c 92.7

Wangjoongwangeco 3.7 ± 0.6c 91.0

Etofenprox 2.0 ± 1.0c 95.2

Untreatment 41.3 ± 2.1a −

1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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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rol efficacy of EFAM according to spray time and several spray frequencies against alfalfa weevil, H. postica, on
Chinese milk vetch in Miryang, 2011

Sprayed date and 
frequency

EFAM
Leaf damaged rate 
(%, mean ± SD)1

Control efficacy (%) Mean (%)

8th Apr.

Greenjol 8.1 ± 0.9b 35.2

57.9

Muchungjidae 5.2 ± 0.6c 58.4

Ungsamee 4.8 ± 0.6c 61.6

Wangjoongwangeco 5.0 ± 0.6c 60.0

Etofenprox 3.2 ± 0.7c 74.4

Untreatment 12.5 ± 1.2a −

18th Apr.

Greenjol 11.7 ± 0.9b 47.1

66.8

Muchungjidae 7.0 ± 0.8c 68.3

Ungsamee 6.6 ± 0.8c 70.1

Wangjoongwangeco 6.8 ± 0.8c 69.2

Etofenprox 4.6 ± 0.5c 79.2

Untreatment 22.1 ± 1.5a −

27th Apr.

Greenjol 20.6 ± 1.1b 45.2

65.2

Muchungjidae 12.6 ± 0.9c 66.5

Ungsamee 11.8 ± 1.0c 68.6

Wangjoongwangeco 12.1 ± 0.5c 67.8

Etofenprox 8.4 ± 0.7d 77.7

Untreatment 37.6 ± 1.5a −

8th+18th Apr.

Greenjol 9.8 ± 0.8b 56.4

73.7

Muchungjidae 5.6 ± 0.6c 75.1

Ungsamee 5.3 ± 0.8c 76.4

Wangjoongwangeco 5.5 ± 0.7c 75.6

Etofenprox 3.4 ± 0.6c 84.9

Untreatment 22.5 ± 1.3a −

18th+27th Apr.

Greenjol 15.3 ± 1.3b 59.4

76.8

Muchungjidae 8.1 ± 0.6c 78.5

Ungsamee 7.7 ± 0.6c 79.6

Wangjoongwangeco 7.9 ± 0.6c 79.1

Etofenprox 4.7 ± 0.4d 87.5

Untreatment 37.7 ± 1.1a −

8th+27th Apr.

Greenjol 16.0 ± 0.7b 57.1

74.7

Muchungjidae 9.0 ± 0.8c 75.9

Ungsamee 8.2 ± 0.6c 78.0

Wangjoongwangeco 8.8 ± 0.8c 76.4

Etofenprox 5.2 ± 0.6d 86.1

Untreatment 37.3 ± 1.0a −

8th+18th+27th Apr.

Greenjol 14.6 ± 0.4b 61.5

82.7

Muchungjidae 5.6 ± 0.4c 85.2

Ungsamee 5.3 ± 0.4c 86.0

Wangjoongwangeco 5.5 ± 0.4c 85.5

Etofenprox 1.7 ± 0.3d 95.5

Untreatment 37.9 ± 1.2a −

1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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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자재가 개발되어 영농현장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

다(Lee et al., 2009).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식물성, 동물성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며, 그 가운

데 고삼, 멀구슬 및 님 등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식물성 재

료라 할 수 있다(Ausher, 1995; Natural Chemistry Science

Institute, 1996). 식물추출물의 종류에 따른 해충의 살충효과

에 관해 Kim et al. (2009)은 고삼뿌리추출물은 복숭아혹진

딧물과 점박이응애에 각각 72.1% 및 98%의 살충효과를 나

타내었고, 고삼추출물은 배추좀나방에 대해 97%의 살충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고삼추출물과 멀구슬나무추출물 유래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복숭아혹진딧물과 점박이응애에 대한

살충효과는 각각 약 93~99% 및 94~96%라고 하였다. Seo

et al. (2011)도 인삼 가루깍지벌레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선발에서 고삼추출물과 파라핀유, 키토

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자재가 clothianidin 8SC 및 thiame-

thoxam 10WG와 비슷한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포도원에 발생하는 꽃매미의 약충과 성충에 대해서도 고삼

추출물을 함유한 자재의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하였다(Lee

et al., 2011). 또한 Choi et al. (2012)도 구례지역의 산수유,

감, 밤 등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의 약충과 성충의

방제에도 고삼추출물을 함유한 자재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님추출물은 배추에 처리하면 배추좀나방 등의 나방류에 의

한 피해가 적다고 하였고(Leskovar and Boales, 1996), Siri-

wattanarungsee et al. (2008)은 사람과 가축에 질병을 매개

하는 파리류에 대한 처리하면 유충과 번데기의 생존율 및

우화율과 증식력을 떨어뜨려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한편, Hwang et al. (2009)은 멀구슬과 고삼을 원료로

한 식물추출물의 목화진딧물, 배추좀나방, 점박이응애에 대

한 살충효과가 90~95%라고 하였고, 포식성 천적인 이리응

애류에의 생존율이 40% 이하로 중간정도의 선택독성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고삼은 matrine, sophoranol 등의 주성분

을 가지고(Natural Chemistry Science Inst., 1996), 멀구슬

은 azadirachtin과 tetranotriterpenoid를 함유하여(Oelrich et

al., 1983) 접촉독과 섭식저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Ausher,

1995) 알려져 있다. 님에도 azadirachtin, salannin 등의 성분

이 있어 섭식저해효과로 곤충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으나, 고삼과 멀구슬의 주성분보다는 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yuk, 1997, Ausher, 1995; Natural Chemistry

Science Inst., 1996). 

본 연구에서 님추출물의 그린졸®보다는 고삼 또는 멀구슬

추출물을 함유한 무충지대®, 응삼이® 및 왕중왕에코®의 처

리에서 알팔파바구미의 방제효과가 높아 기존에 보고된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돌발적으로

대발생하는 해충의 친환경적 방제는 님과 고삼을 함유한 친

환경유기농자재를 중심으로 살충력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적

이라 여겨지고, 자운영과 헤어리베치의 생체량 확보에 큰

장애가 되는 알팔파바구미는 님과 고삼추출의 친환경농자재

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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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영포장에서 알팔파바구미에 대한 친환경농자재의 방제효과

배순도1·비쇼 마이날리1·최병렬2·윤영남1·김현주1*

국립식량과학원 잡곡과1,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2

요 약 밀양의 자운영 포장에서 친환경농자재의 처리시기(4월 상순, 중순 및 하순) 및 횟수(1, 2회 및 3회)에 따른

알팔파바구미의 방제효과를 평가하였다. 알팔파바구미의 유충, 번데기 및 성충은 2011년보다 2010년에 발생량이 많

았으며, 특히 유충의 발생량 차이가 현저하였고, 발생피크도 2011년의 5월 10일보다 5일 빨랐다. 친환경농자재의 알

팔파바구미에 대한 평균 방제효과는 2010년에 1회 처리는 4월 상순, 중순 및 하순에 각각 73.6%, 71.9% 및 66.2%

이었으며, 2회 처리는 77.1~78.9%로 처리시기조합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3회 처리는 87.2% 였다. 2011년의 평균

방제효과는 1회 처리는 4월 상순, 중순 및 하순에 각각 평균 57.9%, 66.8% 및 65.2% 이었으며, 2회 처리는

73.7~76.8%로 처리시기조합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고, 3회 처리는 평균 82.7% 이었다. 따라서 알팔파바구미의 방제

효과는 방제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되었다. 응삼이®, 왕중왕에코® 및 무충지대®는 알팔파바구미에 효과적인 친환경

방제제로 이들 자재의 1회 처리에 의한 방제효과는 화학농약인 ethofenprox 20EC에 비해 4~16% 낮았다. 그러므로

응삼이®, 왕중왕에코® 및 무충지대®는 알팔파바구미의 친환경적 방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제시기 및

횟수는 알팔파바구미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지만, 1회 방제의 경우 발생량이 많은 경우는 4월 상순, 발생

량이 적은 경우는 4월 중순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색인어 자운영, 알팔파바구미, 피해, 친환경농자재, 처리시기, 방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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