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1(4), 2014. 12 361

구기자에서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Henosepilachna vigintioctoma-
culata)의 온도조건에 따른 발육특성과 친환경제재에 의한 방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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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ost plants of the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are known as Solanaceae plants such as potato, tomato, 
eggplant and Lycium chinense.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Motschulsky) cause continuous damage from early 
June to mid-August in leaves of L. chinense under environmental-friendly management in Cheongyang, Chungnam. The 
developmental period of egg and larva of H. vigintioctomaculata were investigated. H. vigintioctomaculata were reared 
on L. chinense at several temperatures, for example, 15, 20, 25 and 30°C in the laboratory. In addition, the control effect 
of 5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were examined. As results, hatching rate is the highest to 91% at 25°C. Egg periods 
were 10.8, 7.7, 5.1 and 3.7 days at each tested temperature, respectively. And the total developmental periods from egg 
to adult were 42.7, 26.3, 18.4 and 19.4 days at each tested temperature, respectively. Otherwise, their eclosion rates from 
pupa to adult were showed 58%, 77%, 85%, 65% at each tested temperature,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control 
effect, both adults and larvae of H. vigintioctomaculata were shown a high mortality to mixture with extract of Sophora 
flavescens, Chenopodium ambrosioides and Melia azedarach. Additional, larvae is shown high mortality to extract of 
Azadirachta indica and Cymbopogon nardus. Thus H. vigintioctomaculata might be controled by using plant extract of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in due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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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Henosepilachna vigintiocto-

maculata)는 유충과 성충 모두 구기자(Lycium chinense) 

잎을 그물모양으로 섭식하는 식식성 곤충이다. 대부분 육

식성에 속하는 무당벌레와 달리 식물의 잎을 가해하여 피

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딱정벌레목(Coleoptera), 무당벌레

과(Coccinellidae), 무당벌레붙이아과(Epilachninae)에 속

하며 주로 가지과 식물인 감자, 토마토, 구기자, 까마중 등

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잘 알려져 있다(Hori et al., 2011).

형태적으로는 일반적인 무당벌레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구형이며 적갈색의 바탕에 검은 점이 각14개(Katakura, 

1981), 총 28개의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색빛의 털로 

뒤덮여 있고,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Henosepilachna vi-

gintioctopunctata)보다 몸집의 크기가 크지만(Zhang 

and Liu, 2001) 형태가 흡사하여 구별하기가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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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구기자 이외에 다른 가지과의 여러 작물에서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발생 양상이 6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보이는데(Venkatesha, 2006), 큰이십팔점박이

무당벌레는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발생양상을 보였고(Kwon et al., 2010), 또한 구기

자에서는 6월 초순과 8월 중순에 발생 최성기를 보이나 연

중 내내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다(Ryu et al., 2013). 따라

서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 큰이십팔점박이 무당벌레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발생양상을 나타내므로 두 종류의 발생 

양상이 다르다. Kwon 등(2010)은 연 3회 발생하며, 강릉의 

대관령 고랭지에서는 연 2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동면

한 성충이 봄에 나타나 기주를 섭식하여 교미한 후 잎 뒷면

에 산란한다. 산란된 알이 부화하여 유충이 되면 이 유충은 

여름중반에서 초가을에 성충이 된다(Katakura, 1981).

가지과 중에서도 가지와 감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데, 

강릉 고랭지 감자밭에서 큰 문제가 된바 있다(Kwon et al., 

2010). 뿐만 아니라 같은 가지과인 구기자에서도 피해가 

보고되었는데, 적은 수의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가 조사

되었지만 유충과 성충 모두 구기자나무의 잎을 섭식하는 

양이 많아 그 피해가 심각하다(Ryu et al., 2013). 구기자

는 가지과에 속하는 낙엽성 활엽관목으로 주로 약용의 목

적으로 재배되어 한방에서 많이 사용된다. 구기자의 효능

은 노화억제, 면역증진, 고혈압 및 심혈관 관련 질환 예방

효과, 주름개선 효과, 미용효과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능

이 입증되어(Lee et al., 2008, Kim et al., 2011) 약제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유기농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 1마리의 성충이 섭식량이 많

아 피해가 심각하고, 유충의 섭식량도 령기가 지날수록 배

가 되기 때문에 4령 유충의 경우 번데기 직전까지 섭식량이 

령기 중 가장 많다(Kwon et al., 2010). 이러한 문제로 적

은 수의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가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비가림막이 있는 시설이나 하우스에서는 연중 발

생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제하기 위해 화학적인 방제로 합성 농약을 사용

하고 있으나 식약용으로 사용되는 구기자의 농약잔류와 농 

생태계의 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점을 극복하고, 살충효과가 우수한 방제를 위해 효과적인 

생물적방제가 필요하다. 생물적방제 중에서도 식물유래성

분을 이용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이용한 방제가 살충제, 

곤충기피제, 섭식저해제 등으로 성공적인 개발이 되어 이

용하고 있다(Isman,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기

자에서의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발육특성을 파악하고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이용하고자 발

육기간과 약제별 살충실험을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사육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 성충과 난괴를 6월 청양친환경

재배지에서 채집하여 충남대 실험실에서 구기자 잎을 먹이

로 하여 실내 사육하였다. 원통형의 insect breeding dish 

(SPL. 100 × 40)에 물을 적신 핸드타올(유한킴벌리, 215 

mm × 215 mm)을 깔고 그 위에 구기자 잎을 올려놓아 실험

곤충을 접종하였다. 이후 성충이 된 무당벌레는 아크릴 케

이지(280 × 280 × 500 mm) 안에 와이프타올(유한킴벌리 300 

× 260 mm × 6겹)을 깔고, 구기자잎이 달린 가지를 물을 

채운 삼각플라스크(100 ml) 안에 넣어 먹이를 공급하였다. 

먹이는 매일 구기자 가지를 잘라 넣어 주었고, 알은 매일 

수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구기자는 삽목하여 실험실내

에서 재배하여 먹이를 제공하고, 또한 먹이의 원활한 공급

을 위해 야외에서 먹이공급을 목적으로 재배한 구기자 잎

을 주었다. 구기자 잎은 1-2일에 한번 같은 시간에 주었고, 

사육 조건은 25°C 실내 사육실에서 상대습도 60-10% 

16L:8D으로 유지하였다.

2. 온도에 따른 큰이십팔점박이의 발육소요기간 

조사

온도에 따른 큰이십팔점박이의 발육소요기간 조사를 위

해 15°C, 20°C, 25°C, 30°C의 생장상(HB-301LP-T, 

Hanbaek Scientific Co. Korea)를 사용하여 온도 편차

±2°C, 상대습도 60-80%, 16L:8D에서 실험 하였다. 각각 

유충 1마리씩 원통형의 insect breeding dish (SPL. 100 × 
40)에 물을 적신 핸드타올을 깔고 그 위에 구기자 잎을 올려

놓은 곳에서 온도별로 40마리씩, 난기간은 80알 이상 이용

하여 1령 유충이 부화된 날까지 조사하였다. 실험 곤충은 

매일 15-17시 사이에 구기자 잎과 수분을 제공 하여 상태를 

확인하였고, 유충의 탈피각 존재 여부로 령기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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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s of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A: adult; B: larvae; C: pupae; D: damage by larvae.

Table 1. Component contents and Recommendation concentration of the five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for the control 
of insects occurring at Lycium chinense.

Product label Component contents The ratio of components
Recommendation concentration 

Dosage (mL) / Water (L)

A AZ 80% 0.04 mL / 40 mL

B CY 70%

C SO

D SC 90%

E SO+CH+ME

Control water

AZ: Azadirachta indica (Neem), CY: Cymbopogon nardus (citronella), SO: Sophora flavescens, SC: Schoenocaulon officinal 
(sabadilla), CH: Chenopodium ambrosioides, ME: Melia azedarach.

3. 친환경제재 살충실험

구기자 잎을 섭식하는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유충

과 성충을 5가지 약제에 대하여 살충실험을 실시하였다. 

약제는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등록된 단일 식물추출물이 

70% 이상인 약제 위주로 선별하였으며, 님추출물, 시트로

넬라추출물, 고삼씨앗추출물, 사바딜라추출물, 마지막으

로 단일추출물은 아니지만 고삼과 양명아주, 멀구슬나무 

추출물을 섞어 90% 함유한 약제를 가지고 실험하였다. 실

험방법은 원통형의 insect breeding dish에 물을 적신 핸

드타올을 깔고 그 위에 구기자 잎을 올린다음 각각 성충은 

5마리, 유충(3령)은 10마리를 접종하여 3반복을 실험하였

다. 실험약제는 모두 물 40 ml 당 약제 0.04 ml을 섞은 1000

배액을 사용하였고, 각 dish당 약 15회 스프레이로 분사하

였다. 또한 약제를 처리한 후 dish안에 약제가 많이 고여 

있는 것은 살짝 건조 시킨 후 16L:8D의 25±1°C에서 24H, 

48H, 72H 동안 관찰하였다. 무처리는 물을 분사하였으며, 

살짝 건조 시킨 후 관찰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IBM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

해 각 기록 결과 간 p<0.05범위에서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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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incubation periods and hatching ratio of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at different temperatures. Circular graph 
of gray is non hatchability.

Fig. 3. Average Developmental periods and adult eclosion rate of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at different temperatures. 
Circular graph of gray is non eclosion rate. *: P<0.05, Completely randomi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III. 결과 및 고찰

1. 온도에 따른 큰이십팔점박이의 발육소요기간 조사

알의 온도별 부화기간과 부화율을 실험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부화 평균 기간은 15, 20, 25, 30°C에서 각각 

10.8, 7.7, 5.2, 3.7일로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기간은 짧아 

졌다. 부화율에서는 15, 20, 25, 30°C에서 각각 56%, 76%, 

91%, 56%였으며, 25°C에서 가장 높았다. 30°C는 오히려 

20°C보다 부화기간은 짧지만, 부화율은 낮았다(Fig. 2).

Fig. 3에서는 온도별 총 발육기간과 우화율을 나타냈고, 

Table 1에서는 Fig. 3보다 자세하게 령기 별로 발육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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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velopmental periods of each developmental stage of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at different temperatures.

T (°C)
Developmental periods±SD (day)

1st-2nd larva 2nd-3rd larva 3rd-4th larva 4th larva-pupa pupa-adult

15°C 9.0±3.4 5.7±2.4 6.4±2.6 10.7±4.1 11.0±3.9

20°C 5.3±1.1 3.8±1.2 3.6±1.5 7.0±2.0 6.5±1.6

25°C 3.8±1.3 3.0±0.9 2.8±0.7 4.5±0.9 4.5±1.1

30°C 4.6±1.4 2.2±1.1 3.1±1.7 4.9±1.4 4.6±0.9

P 0.000* 0.000* 0.000* 0.000* 0.000*

Values represent by mean±SD, *: P<0.05, Completely randomi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able 3. The survival rate of adult, larva of Henos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for 24 hour, 48 hour, 72 hour after treatment five 
different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Product label
survival rate±SD of adult survival rate±SD of larva

24H 48H 72H 24H 48H 72H

A 0.0±0.0a 0.0±0.0a 0.0±0.0a 5.0±4.0c 5.7±3.5cd 8.0±3.5c

B 0.3±06a 0.7±0.6b 1.3±1.5b 3.7±1.2bc 4.0±1.0bc 4.7±2.1b

C 0.0±0.0a 0.3±0.6ab 0.3±0.6ab 0.0±0.0a 0.0±0.0a 0.0±0.0a

D 0.3±0.6a 0.0±0.0a 0.0±0.0a 1.3±1.2ab 1.3±1.2ab 2.3±0.6ab

E 5.0±0.0b 5.0±0.0c 5.0±0.0c 6.7±1.5c 8.0±2.7d 9.7±0.6c

CON 0.0±0.0a 0.0±0.0a 0.0±0.0a 0.0±0.0a 0.0±0.0a 0.0±0.0a

P 0.000* 0.000* 0.000* 0.004* 0.001* 0.000*

Values represent by mean±SD, *: P<0.05, Completely randomi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 by Duncan in SPSS version 
21.0.

나타냈다. 1령 유충부터 성충까지의 총 발육기간은 15, 20, 

25, 30°C에서 각각 42.7, 26.3, 18.4, 19.4일이 소요되었

으며 25°C에서 가장 빠른 18.4일이 경과했고, 가장 느린 

기간은 15°C의 42.7일을 나타냈다. 우화율은 15, 20, 25, 

30°C 각각 58%, 77%, 85%, 65%를 나타냈다. 또한 30°C의 

2령에서 3령이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25°C에서 가

장 짧은 기간을 나타냈다. 발육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나타

낸 온도는 15°C로, 최고 11일을 나타냈다(Table. 2).

따라서 위의 결과로 볼 때 25°C에서 가장 높은 우화율과 

부화율은 구기자포장에서 유충발생 최성기인 6월 초순부

터 8월 중순의 발생 최성기와 비슷한 온도의 양상을 보인다

(Ryu et al., 2013). 온도발육 실험은 15°C부터 30°C까지 

우화율과 부화율이 50% 이상으로 이 사이의 온도에서는 

섭식과 발육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양 구기

자 재배지는 주로 시설재배를 하고 있으며, 기상에 대한 

변화가 적어 발생소장보다 더 길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감자에 많은 피해를 입혀 생태적 특성과 

발생소장이 연구된바 있는데, 우화율과 부화율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소요기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Kwon et al.,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화율은 비슷

한 추세를 보이나, 유충부터 성충까지의 발육기간은 기간

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30°C에
서는 25°C보다 발육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Kwon 등(2010)은 알에서 성충까지 우화되는 기간이 25°C
에서 25일, 20°C에서는 40여일 소요된다고 보고되어 있는

데,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도 25°C에서 유충에서 성충까지 

기간이 18일, 알에서 5일을 감안한다면 23일로, 전체적으

로 다른 온도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위의 

온도별 발육실험을 통해 친환경구기자재배지에서의 큰이

십팔점박이무당벌레 예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

하였으며, 적기에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약제를 

선발하고자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친환경제재 살충실험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성충과 유충에서 5가지 친환

경제재를 이용하여 살충실험한 결과(Table 3), E약제는 24

시간 이내 유충과 성충 모두 100%의 사충률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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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제에 비해 살충효과가 빨랐다. A약제의 경우, 성충

에서는 효과가 미미하였지만 유충에서는 살충률이 높았다. 

A와 B, E를 제외한 두 약제는 살충효과가 낮았고, 유충

보다 성충에서 효과가 더 낮았다. E는 고삼, 양명아주, 멀

구슬나무가 혼합된 추출물로 살충실험 중 가장 효과가 높

았는데, 고삼씨앗추출물인 C약제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

아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살충효과는 단일 성분이 단

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각 추출물들의 상승효과로 인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님추출물(A)과 시트로넬라

추출물(B)은 성충보다 유충에서 살충효과가 좋으며, 당시 

실험에서 먹이를 섭식하는 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 유충과 성충 모두 잎을 

섭식하기 때문에, 유충과 성충 모두에 살충효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발생초기인 6월 초순 경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유충, 성충 모두에 살충효과가 있는 약제를 선택해야한다.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Henosepilachna vigintiocto-

punctata) 방제약제로 사용되는 Buprofezin은 유충의 키

틴생합성을 억제하여 살충시키며, 성충 암컷의 산란을 억

제하는 작용기작이 있으나(Izawa et al., 1986), 국내의 경

우,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에 대한 화학적방제제로 등록

된 약제로는 carbaryl (sevin
Ⓡ
) 수화제가 유일하다(Kwon 

et al., 2010). 하지만 한 가지 약제만 사용하게 되면 화학

적 방제의 부작용인 저항성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한 생태

계파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생물적 방제 시도에 있어 그 종류에는 Song(2008)은 

cry7Ab3 유전자 발현 산물이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에 

큰 살충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1988)은 큰이십

팔점박이무당벌레에 기생하는 천적의 종류에는 Nothoserphus 

afissae, Pediobius foveolatus, Uga menoni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효과가 뚜렷한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친환

경제재를 사용하는 것은 생물적 방제의 주요 방법이기도 하다

(Saxena, 1989; Schmutterer, 1980; Isman, 2006).

따라서 위의 실험을 통하여 친환경 구기자 재배지에서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방제는 고삼과 멀구슬나무, 양

명아주가 혼합된 제제를 사용하면 적합할 것이라 사료된

다. 또한 방제는 식물추출물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생물

적 방제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방제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IV. 결 론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는(H. vigintioctomaculata) 가

지과 식물인 감자, 토마토, 가지, 구기자 등을 가해하는 주

요 해충이며, 충남 청양군 일원 친환경재배지에서 6월 초순

부터 8월 중순에 걸쳐 연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실내

에서 구기자 잎을 먹이로 하여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알, 유충의 온도별(15, 20, 25, 30°C) 발육기간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부화기간은 각각의 온도에서 10.8, 7.7, 5.1, 

3.7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간이 짧아졌다. 1령 유충부

터 성충까지의 전체 발육소요기간은 15, 20, 25, 30°C에서 

각각 42.7, 26.3, 18.4, 19.4일이 소요되었으며, 우화율은 

각각의 온도에서 58%, 77%, 85%, 65%를 나타냈다. 친환경

제재를 선발한 결과, 성충과 유충 모두 고삼과 멀구슬나무, 

양명아주가 혼합 된 식물추출물이 살충효과가 높았으며, 

이외에도 님추출물과 시트로넬라추출물이 유충에서 살충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방제는 

위와 같은 친환경제재를 적기에 처리하여 적절하게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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