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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G를 이용한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의 섭식행동과 

Cyantraniliprole에 대한 섭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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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eeding behaviors of the sweet potato whitefly, Bemisia tabaci, and changing of their feeding behaviors were 
recorded and analyzed with an Electrical Penetration Graph (EPG) analysis against cyantraniliprole. The characteristic 
patterns of feeding behaviors investigated were as follows; NP (non probing), pathway phase waveform, waveform of 
feeding xylem. In results, B. tabaci did not almost feeding the phloem. And It was not appeared potential drop during 
recording time. It was predominantly indicated pathway activity waveform and waveform of xylem feeding. After treatment 
of cyantraniliprole with recommended concentrations to tomato plants, EPG waveforms were recorded during 3 hours. 
Cyantraniliprole treatment showed longer time to first feeding xylem than untreated (P=0.043). It was showed shorter 
duration of first feeding xylem than untreated (P=0.017). And it was showed  longer NP (non-probing) time than untreated. 
Consequently, It was supposed that cyantraniliprole was effect of anti-feeding or avoidance to B. tab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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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Gennadius): Hemiptera: 

Aleyrodidae)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기주범위가 넓어 

500여종의 기주를 가해하며, 직접적인 흡즙으로 인한 피

해, 다량의 감로를  분비하여 잎이나 과실표면에 그을음병

을 유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바이러스 매개를 통하여 시설

재배 작물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해충

으로 알려져 있다(Bedford 등, 1994; Blua와 Toscano, 1994). 

담배가루이는 기주식물의 범위, 피해양상, 바이러스 매개

율 차이 등으로 여러 생태형(biotype)으로 나뉘는데, 현재

까지 24개 이상의 생태형이 보고되어 있다(Bedford 등, 1994; 

Perring, 2001). 이 중 B-biotype과 Q-biotype이 가장 문

제가 되고 있으며(van Lenteren와 Woets, 1988; Oliveira 

등, 2001; Chu 등, 2004), 특히 Q-biotype은 TYLCV 등 

40여종의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Muñiz, 2000; Navas-Castillo 

등, 2000; Zhang 등, 2005).

Cyantraniliprole은 second generation anthranilic 

diamide계 살충제로써 Dupont Co.에서 개발하였다. 

Anthranlic diamide계통 약제는 특이한 작용기작을 가지

는데, Cyantraniliprole의 기작은 Ryanodin receptor(RyRs)

와 바인딩하여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다량 방출하여 근육세

포의 조절기능을 비활성화 시킴으로써 근육의 수축이나 체

내의 근육이 마비로 인해 활동이나 섭식이 중단되므로 해

충의 치사를 야기시킨다(Lahm 등, 2005; 2007; Cordova 

등, 2006; Sattelle 등, 2008). 그리고 cyantraniliprole은 

척추동물에 매우 저독성이고, 비선택성 살충제이므로 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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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엽처리, 토양

관주처리를 통하여 나비목, 노린재목 등 흡즙형, 저작형 해

충방제에 효과가 있다(Sattelle 등, 2008; Caballero 등, 

2013).  

EPG(Electrical Penetration Graph)는 담배가루이 뿐

만 아니라 진딧물, 총채벌레 등과 같은 흡즙형 곤충의 탐침

행동을 연구하기에 유용한 기술이다. EPG 기술은 McLean

과 Kinsey(1964)에 의해 교류시스템(AC system)이 발명

되었고, 그 이후 네덜란드의 Tjallingii(1978)에 의해 직류

시스템(DC system)으로 개조되었다. EPG 파형은 곤충의 

섭식행동 및 식물의 정보를 반영하는 것으로, 식물의 조직 

내에서의 구침의 탐침행동을 상세하게 나타낸다(Tjallingii, 

1988). EPG는 첫째, 식물과 흡즙형 곤충간의 상호작용(Youn

과 Chang, 1993; Youn, 1998, Youn 등, 2011); 둘째, 곤충

에 의해 전파되는 식물병원균 및 바이러스 전이(Martín 등, 

1997; Jiang 등, 2000; Johnson 등, 2002; Backus 등, 

2005); 셋째, 섭식자극 또는 저해되는 곤충의 섭식 행동 

및 위치 파악(Montllor & Tjallingii, 1989; Garzo 등, 

2002; Xue 등, 2009; Boina 등, 2011)과 같은 연구에 이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가루이가 토마토 잎을 섭식할 때 나

타나는 섭식행동을 EPG 기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섭식

파형을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담배가루이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Diamide계통인 cyantraniliprole 약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에 있

어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약제에 한 영향을 알아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재료 및 방법

1. 공시충과 기주

담배가루이를 포트에 파종한지 약 3주 된 토마토 유묘를 

기주식물로 사용하여 아크릴 사육상(40×44×50 cm)에서 

온도 25±2℃, 상 습도 50∼60%, 광주기 16L:8D의 사육

실 조건에서 유지하였다. 본 실험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작물보호제 중 cyantraniliprole 단일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제를 선발하여 추천농도로 토마토 유묘에 경엽처리하여 

음건시킨 후에 사용하였다.

2. EPG 기록

Electrical Penetration Graph(EPG)기록은 실험에 이

용한 담배가루이 성충은 채집하여 CO2를 이용하여 마취시

킨 후, 직경이 12.7 ㎛인 금선을 약 3 cm로 잘라 전도성 

있는 silver conductive paint(P-100, CANS, Japan)을 

이용하여 담배가루이의 날개에 부착하였다. 담배가루이 날

개에 금선을 부착한 후에 부착된 금선을 GIGA-4 DC EPG 

amplifier(Wageningen University, Netherland)에 연결

하였다. EPG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기적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Faraday cage 안에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결된 EPG 시스템에서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을 총 

3시간동안 기록하였다. EPG wavefome은 PROBE 3.4 

DATAQ(Wageningen Agricultural University, Wageningen, 

The Netherlands)를 통하여 IBM personal computer에 

저장하였으며, 저장된 자료는 PROBE 3.4 software(W.F. 

Tjallingii, Wagening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로 분석하였다.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을 관찰한 EPG 기록은 담배가루

이가 시스템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죽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토마토 잎에서 흡즙을 한다고 판단된 경우만 

모아 10반복을 실시하여 섭식행동을 분석하였다. 

3. 통계분석

Cyantraniliprole 약제의 처리 유무에 따른 토마토 유묘

에서의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비교는 SPSS statistics(ver. 

21)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EPG 기술은 식물과 곤충간의 조직적인 상관관계를 알아

보는데 유용한 기술로, 흡즙형 구기를 가진 곤충의 섭식행

동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곤충과 

기주식물을 하나의 전기적 회로로 연결하고 구침의 활동에 

따른 전압의 변화에 기초하여 분석하게 되며 전기적인 시

스템에 기록된 각 파형은 곤충이 식물에 구침을 삽입하는 

것과 그 구침의 위치에 의해 관찰된다(Table 1).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 중에 나타나는 파형에는 구침을 

삽입하지 않은 NP(non probing)파형, 구침을 찔러 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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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PG parameters and possible relations to resistance factors in specific plant tissue.

EPG parameters Tissue(s)/factors involved
1. Time to the first  probe Surface factors
2. Total number of probes Surface factors+epidermis/mesophyll
3. Duration of 1st probe Surface factors+epidermis/mesophyll
4. Duration of pathway phase All plants tissue except phloem and xylem
5. Time to first feeding xylem All plants tissue except xylem
6. Duration of first feeding xylem Xylem
7. Total duration of feeding xylem Xylem
8. Duration of non probe time

Fig. 1. The typical feeding patterns of B. tabaci during 3 hours.

물의 섭식부위를 찾는 Pathway activity파형, 물관부를 섭

식하는 Xylem파형, 총 3가지 파형을 위주로 cyantraniliprole

약제가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하여 분

석하였다(Fig. 1, 2).

담배가루이 EPG 기록을 보면, 담배가루이를 토마토 유

묘 위에 올린 후, 기록 초기에 불규칙한 형태의 높은 증폭정

도를 보이는 파형이 나타나면서 담배가루이 구기와 식물 

조직 간의 전기적 연결시작을 보인다. 전기적 연결 신호 

후 빈도와 증폭정도가 다소 불규칙적인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pathway activity 파형이다. 이 파형은 

구침의 끝부분이 세포간극에서의 탐침양상을 보여주는 것

으로 표피, 엽육과 같은 식물체의 조직적인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Yin 등, 2010). 이러한 파형은 식물을 섭식하

기에 앞서 세포간극의 식물즙액을 얻기 위해 세포를 찌르

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먹이의 적합성을 판별해내는 주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의 pathway 

activity에 하여 무처리구 토마토와 cyantraniliprole 약

제 처리 토마토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2). 

Pollard(1955)는, 담배가루이의 아랫입술이 식물체 표

면과 닿으면서 흡즙을 시작하는데, 구침은 주로 표피세포 

내에 위치하며, 유조직을 통한 탐침은 주로 세포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체관부의 체요소를 목표로 섭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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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racteristics of EPG waveforms recorded from B. tabaci. (a) Main features (45 min), (B) NP (non probing), Pathway activity ;
Frame (30 seconds), Range (5.0) (C) Xylem feeding waveform ; Frame (10 seconds), Range (5.0).

Table 2. Mean (seconds) EPG feeding parameters recorded 3hr period for B. tabaci that fed on  treated and untreated cyantraniliprole 
tomatoes.

Untreated Treated cyantraniliprole P
1. Time to the first probe 243.2±222.3 403.3±394.0 0.413
2. Total number of probe 17.0±9.1 15.2±8.5 0.652
3. Duration of first probe 1545.8±1838.2 743.1±1272.1 0.273
4. Duration of pathway phase 2901.3±1986.3 3639.2±2660.8 0.491
5. Time to first feeding xylem 1191.1±822.6 3187.0±2626.4 0.043*
6. Duration of feeding first xylem 1993.5±1222.1 764.8±818.3 0.017*
7. Total duration of feeding xylem 4130.8±2010.8 5235.1±9900.5 0.743
8. Duration of non probe time 2559.2±1326.4 5540.7±1936.5 0.001*

Value represent by mean±SD, *P<0.05; T-test in SPSS (ver. 21.0).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담배가루이는 체관부를 주로 흡즙

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관부를 섭식할 때 반영속

적바이러스와 영속적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Jiang 등, 2000; Johnson 등, 2002). 따라서 담배

가루이가 체관부를 흡즙하며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기주에 한 적합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Lei 등, 1998). 

Pollard(1955)의 연구결과, 80%가 체관부까지 도달하였고 

나머지는 유조직 내에서만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관부를 섭식한 경우는 단 한 개체에 한 결과에서만 확

인되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EPG를 기록하는 3시간 동안 체관부 

섭식파형과 potential drop이 몇 차례 나타나지 않아, 분석

상에서 제외하였다. 오히려 구침의 탐침행동의 활성을 

나타내는 pathway activity가 많이 나타났으며, 물관부에 

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EPG 기록을 시작하고 물관

부 섭식이 처음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cyantraniliprole 약제처리구(3187.0±2626.4)보다 무처

리구(1191.1±822.6)에서 더 빨리 나타났으며(P=0.043), 

물관부에 처음 구침을 꽂아 섭식이 유지되는 시간 또한 

cyantraniliprole 약제처리구(764.8±818.3)보다 무처리

구 토마토(1993.5±1222.1)에서 더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7)(Table 2).

식물에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곤충이 기주식물에 구침을 

꽂고 있는 시간은 바이러스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구침을 꽂지 않은 NP(non-probing)

시간은 무 처리구보다 cyantraniliprole 약제 처리구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즉, 무처리구에 비하여 cyantraniliprole

을 처리한 토마토 유묘에서 훨씬 짧은 시간동안 구침을 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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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yantraniliprole 약제가 

담배가루이 섭식에 있어서 기피 또는 섭식저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전이는 체관부 

섭식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EPG 기록시간을 늘려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IV. 결 론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 및 cyantraniliprole이 섭식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PG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yantraniliprole 단일약제를 추천농도로 처

리한 후 3시간 동안 EPG 파형을 기록하였다. 담배가루이의 

섭식행동 중에 나타나는 파형인 구침을 삽입하지 않은 

NP(non probing)파형, 구침을 찔러 기주식물의 섭식부위

를 찾는 Pathway activity 파형, 물관부를 섭식하는 Xylem 

파형, 총 3가지 파형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담배

가루이는 3시간동안 거의 체관부를 섭식하지 않으며, potential 

drop이 나타나지 않아 분석 상에서 제외하였다. 주로 

pathway activity와 물관부섭식 파형이 나타났다. EPG기

록을 시작한 이후 무처리구에 비하여 cyantraniliprole 처

리구에서 물관부섭식이 처음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물관부에 처음 구침을 꽂아 섭식이 

유지되는 시간은 무처리구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따라서 

cyantraniliprole 약제가 담배가루이 섭식에 있어서 저해 

또는 기피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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