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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노린재(Scotinophara lurida)의

발생생태와 온도의존 발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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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Ecology and 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 

Model of Scotinophara lurida (Heteroptera: Pentatomidae)

Choi, Duck-Soo․Kim, Hyo-Jeong․Oh, Sang-A․

Lee, Jin-Hee․Cho, A-Hae․Ma, Kyung-Cheol

The developmental ecology and temperature-dependent growth model were calculated 

to develop the Scotinophara lurida control technology, which is mainly affected by 

environmentally friendly rice cultivation. The survival rate of S. lurida after 

overwintering in 2019 showed that 167 of 224 survived and the survival rate was 

72.8%. Overwintering adult of S. lurida occur in rice fields in mid-June, spawn in 

early July, and first-generation adults develop in mid-August. In order to determine 

the temperature-dependent growth model, the growth periods by temperature and 

development stage were investigated in a incubator at 18, 21, 24, 27, 30℃ and 

14L: 10D. The period from egg to adult at the temperature of 18, 21, 24, 27, 30℃ 

was 119.8, 73.1, 53.5, 39.4, and 82.0 days, respectively. The best development 

temperature was at 27℃. The regression curve was obtaine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growth rate using the Excell program, and 

the base temperature threshold and effective cumulative temperature for each 

development stage were calculated. From eggs to 5 nymphs of S. lurida the base 

temperature threshold was 17.9℃ and the effective cumulative temperature was 

380.2 DD.

Key words : base temperature threshold, ecology, effective cumulative temperature, 

Scotinophara lurida, 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

*** Corresponding author,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cds1218@korea.kr)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농업연구관



최덕수 ․김효정 ․오상아 ․이진희 ․조아해 ․마경철252

Ⅰ. 서    론

벼 먹노린재는 노린재목 노린재과 먹노린재속에 속하는 해충으로 성충은 전체가 광택이 

없는 검정색으로 월동성충이 본답으로 이동하여 낮에는 벼 포기 아래부위에서 줄기를 흡즙

하여 피해를 준다. 피해증상은 주로 논둑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데 이화명충 피해양상과 

유사하며 피해가 심한 포기는 초장이 짧아지고 분얼이 억제되어 마른 잎이 많이 발생된다

(Kawata, 1978). 먹노린재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 동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Zhang, 1985; Tomohide et al., 1993).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http://ncpms.rda.go.kr)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우

리나라에서 먹노린재는 1999년에 처음으로 7,111.8 ha가 발생하여 2000년에 9,856.9 ha로 최

대 발생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다가 친환경농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2013년 후 발생면

적이 많아져 2018년 32,778.6 ha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먹노린재 발생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온난화에 따른 월동개체의 생존율 증가, 친환

경 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합성농약 사용 감소, 해충의 약제저항성 증가, 광역방제기 또

는 항공방제기 사용에 의한 방제효율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먹노린재는 월동성

충이 본답에 들어가는 6월 하순~7월 상순 사이에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하도록 권유하

고 있지만 벼 포기 속에서 서식하는 습성 때문에 시기를 놓칠 경우 방제효과는 매우 낮아

지므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적기방제가 중요하다. 먹노린재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은 

2000년대 초 충북지역에서 월동장소, 생활사 및 기주식물에 대한 연구(Lee et al., 2001; Lee 

et al., 2004), 휴면유도 및 타파조건(Cho et al., 2004), 온도의존 발육모형(Kim et al., 2005)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후 추가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에서 먹노린재의 시기별 발생량 조사, 월동장소와 월동 후 생존율 조사, 그리고 온도의존 

발육모형을 산출하여 발생예측 및 방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방법

1. 월동장소  월동 후 생존율 조사

2018년 벼 재배기간 중 먹노린재가 많이 발생하였던 전남지역의 논 8지점을 대상으로 월

동장소와 월동 후 생존율을 2019년 3~4월에 조사하였다. 각 조사지점별 환경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았지만 조사장소는 논두렁과 인근 야산(산 기부에서 20 m 이내 지역)을 중

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월동 먹노린재가 발견된 장소의 토질을 조사하였다. 조사규모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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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로 논두렁 5개소, 인근 야산 5개소로 10개소씩 8지점에서 총 80개소를 조사하였다. 

각 지점에서 햇빛이 잘 비추는 남쪽을 대상으로 가로, 세로 1 m의 1 m2 격자 내부를 5 cm 

깊이까지 시약스푼으로 흙을 파며 월동중인 성충을 정밀조사 하였다. 조사지역 내 존재한 

모든 먹노린재 성충은 채집하여 실내로 가져와 25℃에서 1일 동안 관찰하여 움직임이 있는 

충을 생존한 충으로 구분하였다.

2. 논에서 먹노린재 시기별 발생량 조사

전남지역 논에서 시기별 먹노린재 발생양상을 조사하고자 2019년 벼 이앙이 완료되는 6

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시기별 먹노린재 발육단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포장은 

화순, 순천, 장흥지역에서 전년도에 먹노린재 발생량이 많았던 벼 친환경재배 3포장씩 총 

9포장에서 포장 당 20포기에 발생하는 먹노린재 수를 조사하였다. 각 포장의 조사지점은 

논두렁과 인접한 첫줄의 4지점에서 5포기씩 총 20포기를 조사하였다. 단, 먹노린재 발생밀

도가 높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유기농업자재를 처리하여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 조사포장

은 인근 지역의 먹노린재가 발생한 포장으로 변경하여 조사하였다.

3. 온도의존 발육모형 산출

2018년 6월 전남 나주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발생한 먹노린재를 채집하여 벼를 먹이식물

로 유리온실에서 사육하며 시험에 이용하였다. 먹노린재 발육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

육기간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육중인 성충으로부터 산란된 난괴를 채집해 투명한 플라스틱 

사각용기(6.5×6.5×10 cm)에 넣고 부화하는 충은 새로운 용기로 옮겨주면서 각 발육단계별 

개체크기를 10반복으로 측정하였다. 

먹노린재 온도별 발육기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육중인 성충이 갓 산란한 난괴를 채취

하여 플라스틱 샤레에 담아 부화하는데 소요기간을 조사하였다. 부화한 약충은 벼 줄기에 

접종하여 각 발육단계별 소요기간을 조사하였는데, 전술한 플라스틱 사각용기에 벼 줄기를 

세우고 아래에는 증류수를 공급하여 벼가 건조하는 것을 예방하였고, 망사 달린 뚜껑으로 덮

어 약충의 탈출을 차단하였다. 모든 약충은 한 마리씩 개체사육을 하였으며 충체의 크기와 

탈피각을 확인하여 발육단계를 구분하였으며, 시험온도는 Multi thermo incubator (EYELA, 

MTI-201)를 이용하여 18, 21, 24, 27, 30℃ (14L:10D)의 항온조건에서 10반복으로 수행하였

다. 각 발육단계별로 온도별 발육기간을 근거로 역수를 취하여 각 태별 발육속도를 계산하

였고, Excel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도와 발육속도와의 관계를 2차 함수로 표현하였고, 발

육속도가 0이 되는 온도 값을 찾아 발육영점온도를 산출하였고, 각 시험온도에서 발육영점

온도를 뺀 값에 발육기간을 곱하여 얻은 값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발육단계별 유효적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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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구하였다. 먹노린재의 생물적 방제방법을 찾기 위하여 2018년 3월 농촌진흥청 농업미

생물은행에서 분양받은 Beauveria bassiana (KACC 44102)를 배양하여 90% 이상의 다습조

건에서 먹노린재 감염여부를 관찰하였다. 

Ⅲ. 결과  고찰

1. 월동장소  월동 후 생존율 조사

먹노린재의 월동장소와 월동 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Table 1), 월동장소는 논두렁 

69.6%, 산기슭 30.4%로 산기슭보다는 논두렁에서 더 많은 충을 채집할 수 있었다. 그 이유

로는 먹노린재가 다발생했던 논에서 50 m 인근에 산이 존재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산이 

존재하더라도 북향으로 햇빛이 많이 비추지 않는 환경조건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생존한 먹노린재가 발견된 장소는 대부분 미사질토양으로 물빠짐이 좋고 잘 뭉치지 않

는 토양이며 논두렁일 경우 잡초뿌리가 빽빽하게 있는 곳 보다는 느슨하게 심어져 흙이 잘 

부스러지는 공간의 흙속이나 논두렁에 놓인 돌 아랫부분에 집단으로 모여 있거나 돌에 붙

Survey regions

No. of 

collected 

adults

No. of

lived

adults

Survival

rate (%)

Overwintering place

Overwinter siteFootpath

of rice

field

Nearby the 

foot of a 

mountain

Suncheon Juam 24 16 66.7   4 20 In fallen leaves

Gokseong Seokgok 19 15 78.9   2 17 In fallen leaves

Jangheung Yuchi 1 32 22 68.8  30  2 Under the stone

Jangheung Yuchi 2 32 26 81.3  18 14
In fallen leaves, 

Under the stone

Naju Nampyeong 27 14 51.9  27 - Under the stone

Goheung Jeomam 19 11 57.9  19  0 Under the stone

Damyang Wolsan 40 36 90.0  40 - Under the stone

Jangseong Samgye 31 27 87.1  16 15 Under the stone

Total

(rate)
224 167 72.8

156

(69.6%)

68

(30.4%)

Table 1. Overwintering place and survival rate of Black rice bug (Scotinophara lurida) in 

Jeonnam area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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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월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논 바닥면에서 10 cm 내외 위쪽의 논두렁에 주로 월동

하였다. 전반적으로 먹노린재 성충은 토양을 파헤치며 땅속 깊숙한 장소로 파고드는 능력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동장소로 돌 아랫부분을 선호하며 실제 10마리 이상 집단으로 

월동하고 있는 곳이 관찰되었는데 이유는 눈, 비와 같은 악조건으로부터 직접적인 추위나 

과습을 막아주는 한편 건조기에는 돌 자체는 기온보다 온도변화가 덜 심하기 때문에 온도

차에 의한 물방울이 형성되어 돌 아랫부분에 수분을 제공하여 건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틈을 선호할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산기슭의 경우 산이 시작되는 기부에 

퇴적된 낙엽이 쌓여있는데 낙엽과 지면의 경계부분에서 주로 발견되었다(Fig. 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먹노린재가 가장 선호하는 월동장소는 햇빛이 잘 비추는 남

향, 물빠짐이 좋은 미사질토양, 논두렁에 놓인 돌 아랫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 Major overwintering place of Rice black bug (Scotinophara lurida) (Left; under the 

stone, Right; between the fallen leaves).

먹노린재 월동 후 생존율은 51.9~90.0%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224마리 

중 167마리가 생존하여 평균 72.8%의 생존율을 보였다. 생존율은 지역 기상조건의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먹노린재가 월동하기에 좋은 환경조건인 지

점에서 생존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Cho 등(2004)은 먹노린재의 휴면타파와 유도조

건에 대하여 시험하였는데, 월동장소에서 6월 5일 이전에 채집한 성충은 난소 또는 수컷의 

부속샘이 발달하지 않으나 6월 25일 이후 채집개체들은 생식조직이 잘 발달하였고, 9L:15D 

광주기보다 16L:8D 조건에서 더 빨리 휴면을 끝내고 산란한다고 하여 먹노린재의 생식휴

면은 보다 긴 광주기와 높은 온도에서 잘 타파되어 산란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2. 논에서 먹노린재 시기별 발생량 조사

벼가 식재된 논에서 먹노린재 월동성충이 처음 발견된 시기는 6월 하순이었으며, 점차 

밀도가 증가하여 7월 하순과 271마리로 발생최성기를 보였다. 전남지역 벼 이앙적기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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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6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앙 15일 후 먹노린재 월동성충이 본논에 유입되어 7

월 중순에 최성기를 보였고, 월동성충이 7월 중순부터 산란하기 시작하며, 산란된 알은 점

차 성장하여 1세대 성충의 발생최성기는 9월 상중순이었다(Fig. 2). 

Fig. 2. Occurrence of Rice black bug (Scotinophara lurida) at Jeonnam rice paddy fields, 

2019.

5령 약충 발생밀도가 8월 상순부터 높아진 것을 고려한다면 8월 상순까지 본논에 발생한 

성충은 월동성충이고, 8월 중순부터 보이는 성충은 1세대 성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여겨진다. 9월 중순 이후에는 월동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성충밀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에서 시기별 벼 생육과 먹노린재 발육단계를 모식화한 그림은 Fig. 

3과 같다.

Lee 등(2004)은 평균기온이 20℃ 이상이 되는 6월 상순부터 월동성충이 이동하기 시작하

여 7월 중순까지 이동하고, 월동성충의 산란은 7월 상순부터이고 1세대 성충은 8월 17일부

터 보여 9월 15일에 피크를 이루고 10월 중순 벼 수확 시까지 발생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10월 상순 논에서 성충은 거의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월동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해에 따른 기상조건 또는 지역에 따른 차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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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the growth relation of rice plant and black rice bug (Scotinophara lurida) 

at rice paddy of Jeonnam province (E; early, M; middle, L; late).

3. 온도의존 발육모형

먹노린재 발육단계별 크기는 Table 2와 같다. 성충이 벼 줄기에 1 mm 내외의 흰색 알을 

알덩어리 형태로 산란하여 부화하는데 부화약충은 4회 탈피하여 5령까지 자란 후 광택이 

없는 흑색 성충이 된다. 1령부터 5령까지 약충의 크기는 각각 1.11, 1.69, 2.80, 4.58, 6.90 

mm였으며, 성충의 체장은 9.12 mm였다. Fig. 4는 논의 벼 포기에 산란된 알(a), 갓 부화하

는 약충(b), 성충(c) 그리고 곤충병원성곰팡이 Beauveria bassiana (d)에 기생당한 4령 약충의 

모습이다.

먹노린재의 알에서 성충까지 온도별 발육기간은 18, 21, 24, 27, 30℃에서 각각 119.8일, 

73.1일, 53.5일, 39.4일, 82.0일로 27℃에서 가장 짧았으며, 18℃에서는 이보다 3배 정도 더 

길었다. 발육기간이 가장 짧았던 27℃에서 알, 1령, 2령, 3령, 4령, 5령 약충의 발육기간은

Table 2. Body size of each developmental stage of Scotinophara lurida

Division
No. of 

sample

Egg Nymph
Adult

Long Short 1st 2nd 3rd 4th 5th

Length

(mm)
10 1.09 1.05 1.11 1.69 2.80 4.58 6.90 9.12

SD 0.02 0.03 0.01 0.01 0.11 0.08 0.2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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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cology of black rice bug (Scotinophara lurida) (a; eggmass, b; nymph, c; adult, 

d; parasited nymph by Beauveria bassiana).

Temp.

(℃)

Developmental periods (days, Mean±SD)

Egg

(n=10)

1st nymph

(n=10)

2nd nymph

(n=10)
3rd nymph 4th nymph 5th nymph Total

18 15.8±0.79 10.4±0.84 22.1±2.42
18±3.64

(n=7)

21.8±6.40

(n=4)

31.7±8.62

(n=3)
119.8±22.71

21 7.2±1.03 5.6±1.43 13.2±1.32
11.3±1.39

(n=8)

15.1±2.70

(n=8)

20.7±0.58

(n=3)
73.1±8.45

24 5.4±0.52 3.4±0.52 10.1±0.74
7.1±0.57

(n=10)

9.4±1.07

(n=10)

18.1±3.78

(n=10)
53.5±7.20

27 3.2±0.42 3.5±0.53 8.9±1.60
5.9±1.37

(n=10)

7.0±1.63

(n=10)

10.9±1.29

(n=10)
39.4±6.84

30 2.8±0.42 3.0±0.0 9.7±0.82
10.5±1.18

(n=10)

21.0±2.27

(n=8)

35.0±2.00

(n=3)
82.0±6.69

Table 3. Developmental period of Black rice bug (Scotinophara lurida) at different tem-

perature conditions (14L:10D)

각각 3.2일, 3.5일, 8.9일, 5.9일, 7.0일, 10.9일로 약충 총기간은 36.2일이었다. 일부 온도시험

에서 2령이 3, 4령 약충 기간보다 길었던 결과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약충이 성장할수록 

발육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또한 발육이 빨랐던 24℃와 27℃에서는 약충

이 성장하여도 생존율이 높았으나, 18, 21, 30℃의 경우 4령, 5령 약충 기간의 생존율이 낮

았다. 이는 발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동안 항온기의 좁은 환경 즉 응축기 소음,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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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인공 광조건, 환기량 등이 수명을 단축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

로 추정한다. Lee 등(2001)이 제시한 발육기간 즉 25℃에서 알은 4.3일, 약충 기간은 45.8일

이라는 연구결과는 본 시험에서 24℃와 27℃ 사이의 발육기간에 포함되어 동일한 연구결과

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먹노린재 발육단계별 온도와 발육속도와의 관계를 2차 함수로 나타낸 것은 Fig. 5와 같

으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발육영점온도와 유효적산온도는 Table 4와 같다. 온도와 발육속

도와의 관계식에서 알, 1령, 2령 약충의 결정계수는 높게 나왔지만 사육 중 다수의 개체가 

사망한 3령, 4령, 5령 약충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알에서부터 5령 약충까지의 발육영점온

도는 14.9~17.2℃이었으며, 전체적인 발육영점온도는 17.9℃였다. 또 알에서 성충 발생까지 

유효적산온도는 380.2DD로 산출되었다. Cho 등(2004)은 휴면타파와 휴면유도에 온도와 광

주기가 관여하는데, 15℃에서는 모든 광주기 처리에서 휴면에 들어가고, 20℃에서는 8.5시

간이면 휴면이 타파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먹노린재 발육영점온도가 15~20℃ 사이에 있다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im 등(2005)이 산

출한 발육영점온도는 최저 2령 9.75℃, 최고 1령 16.11℃로 발육단계 간 차이가 크고 전 발

육기간의 유효적산온도가 698.06DD로 산출되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산출된 전체 발육영

점온도는 17.9℃로 높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유효적산온도도 적게 산출되었다.

 

Fig. 5. Trend line the temperature and developmental speed of egg, 2nd nymph and egg to 

nymph of Black rice bug (Scotinophara lu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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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 temperature threshold and effective cumulative temperature the egg and 

nymph stage of Black rice bug (Scotinophara lurida) 

Developmental 
stage

Relationship the temp. and 
developmental spe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ase temperature 
threshold

(℃)

Effective 
cumulative 

temperature (℃)

Egg Y=0.0002X2+0.0181X-0.313 R2 = 0.9771 14.9 44.9 

Nymph

1st Y=-0.0015X2+0.0931X-1.0848 R2 = 0.9561 15.5 33.7 

2nd Y=-0.0007X2+0.0392X-0.4309 R2 = 0.9914 15.0 97.5 

3rd Y=-0.0019X2+0.096X-1.0728 R2 = 0.8138 16.7 65.0 

4th Y=-0.0019X2+0.0921X-1.0224 R2 = 0.6514 17.2 95.0 

5th Y=-0.001X2+0.0509X-0.556 R2 = 0.5273 15.9 187.3 

Total Y=-0.0003X2+0.0141X-0.1564 R2 = 0.7333 17.9 380.2

Ⅳ.     요

친환경 벼 재배지역 위주로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먹노린재(Scotinophara lurida) 방제기

술 개발을 위하여 발생생태 및 온도의존 발육모형을 산출하였다. 2019년도 먹노린재 월동 

후 생존율 조사결과 총 224마리 중 167마리가 생존하여 생존율은 72.8%였다. 먹노린재 월

동성충은 논에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고, 7월 상순에 산란하고, 8월 중하순에 1세대 성충이 

발생한다. 온도의존 발육모형을 구하기 위하여 18, 21, 24, 27, 30℃ 14L:10D 조건의 항온기

에서 온도별, 발육단계별 발육기간을 조사하였다. 18, 21, 24, 27, 30℃의 온도조건에서 알에

서 성충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각각 119.8, 73.1, 53.5, 39.4, 82.0일로 27℃에서 가장 발육이 

잘 되었다.

Excel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도와 발육속도와의 관계를 2차 다항식으로 분석하여 회귀

곡선을 얻었고 이를 근거로 발육단계별 발육영점온도와 유효적산온도를 산출하였다. 알에

서 5령 약충까지 먹노린재 발육영점온도는 17.9℃, 유효적산온도는 380.2DD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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