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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ar psylla, Cacopsylla pyricola, is a very small sap-feeding insect of many commercial 

pear varieties that could be considered the most serious insect pest of pear. Detailed 

information on plant penetration activities of the pear psylla is essential to study its feeding 

behavior used to evaluate resistant traits to chemical control.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ical 

penetration graph technique (EPG) could provide a relevant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is 

resistance. EPG waveforms of C. pyricola were characterized on the basis of amplitude, 

frequency, voltage level, and electrical origin. Feeding behaviors of C. pyricola were recorded 

and analyzed by EPG analysis. During EPG monitoring, waveform PA occurred at the start of 

stylet penetration of pear leaf epidermal cell. Waveform PB followed, in which stylet secreted 

saliva was observed. Waveforms PC1 and PC2 involved penetrating and sucking behaviors in 

parenchyma cells and vascular parenchyma, respectively. In addition, waveform PC1 

represented salivation into bundle sheath cells and ingestion from parenchyma. Otherwise, 

behaviors of salivation into phloem and ingestion from phloem produced waveforms PE1 and 

PE2,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ingestion from xylem tissues showed waveform PG. 

Among the feeding patterns of C. pyricola described above, phloem feeding patterns occurr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xylem feeding and parenchyma penetration patterns in 

descending order.

Keywords: Cacopsylla pyricola, electrical penetration graph (EPG), feeding behavior, 

pear psylla

Introduction

꼬마배나무이(Cacopsylla pyricola)는 북미지역에서 배나무를 가해하는 문제 해충으로 알려

져 있고, 근연종인 배나무이(C. pyri)는 유럽에서 문제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Etienne et al., 1992). 

또한 유럽과 북미 등 외국에서는 꼬마배나무이가 마이코플라즈마와 유사한 병원체가 pear 

decline병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nsen et al., 1964; Hibino et al., 1971).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나무이과(Psylliae) 해충인 배나무이와 꼬마배나무이 2종이 배나무를 가해하며, 꼬마배

나무이는 1993년에 국지적으로 발생한 후 199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Jeo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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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배나무이의 여름형 성충과 겨울형 성충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름형 성충은 몸길이가 2 mm가량이며 

반투명한 날개를 가지며 몸은 녹색이며, 겨울형 성충은 몸길이가 2.5 mm 가량이고 몸은 흑갈색으로 날개는 시맥을 

제외한 부분은 투명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다(Beers et al., 1993). 월동성충은 배나무의 나무껍질 밑에서 무리지어 집

단으로 월동하며 봄철 기온이 높아지면 나뭇가지로 이동하여 순과 나뭇가지에 알을 낳는다. 꼬마배나무이는 기온이 

낮은 봄철에 발생하여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감소하였다가 기온이 다시 낮아지는 8월 중순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0). 꼬마배나무이의 성충과(Fig. 1A) 약충은(Fig. 1B) 배의 잎이나 줄기를 흡즙함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또한 분비된 감로는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광학성을 저해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Fig. 1C)를 주

기도 한다(Alden and Seney, 1991; Kim et al., 2000).

Fig. 1. Photographs of adult summer form (A), nymph (B) and damage by honeydew of Cacopsylla pyricola (C) 

on pear leaf and stem.

한편, 흡즙성 곤충의 섭식행동은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Mclean 

and Kinsey (1964)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된 electrical penetration graphs (EPGs) 기술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간편하

게 관찰할 수 있다. EPG기술은 곤충의 등판에 금선을 연결하여 흡즙형 곤충의 구침이 식물체에 삽입된 후 식물체 내

에서 구침의 이동에 따른 전기적 저항의 차이를 전압의 변화신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EPG를 이용한 흡즙형 곤충들

의 섭식행동 관찰기술은 흡즙형 곤충과 기주식물이 하나의 전기회로로 연결되어 흡즙형 곤충이 섭식하기 위하여 식

물체에 구침이 삽입되고, 삽입된 구침이 섭식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면서 식물체의 조직들 사이에 나타나는 전기적 

저항의 차이로 인한 전압의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미세한 전압을 증폭하여 기록하는 장치로 흡즙형 곤충

의 섭식행동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장치이다(Spiller, 1988). 이러한 EPG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흡즙성 곤충들

에 대한 섭식행동이 관찰되었는데, 예를 들어 진딧물류(Mclean and Kinsey, 1964, 1965, 1967; Tjallingii, 1978, 

1985a, b, 1988), 멸구류(Khan and Saxena, 1984; Velusamy and Heinrichs, 1986; Kimmins, 1989; Youn and Chang, 

1993; Kim et al., 2005, Seo et al., 2009a), 매미충류(Chang, 1978; Kawabe and Mclean, 1978; Khan and Saxena, 1985; 

Youn, 1998), 가루이류(Jassen et al., 1989; Lei et al., 1996; Seo et al., 2007, Yang et al., 2009, Kwon and Youn, 2014), 

나무이류(Bonani et al., 2010; Civolani et al., 2011; Youn et al., 2011) 등 흡즙형 곤충의 섭식행동을 관찰하는데 이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꼬마배나무이가 배나무 잎을 섭식할 때 나타나는 섭식행동을 EPG 기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섭식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꼬마배나무이의 기주 선호성이나 약제방제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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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공시충과 기주

본 실험에서 사용된 꼬마배나무이는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배과원에서 채집한 개체를 포트(∅20 × 25 cm)에 심

겨진 배나무(품종: 신고) 묘목에서 온도 25 ± 1℃, 상대습도 50-60%, 광주기 16L:8D의 사육실 조건하에 유지하였다.

EPG 기록

Electrical Penetration Graph (EPG) 기록은 Seo et al. (2007, 2009a, b)의 방법을 응용하여 실시하였다. 공시 곤충은 

꼬마배나무이의 등판에 silver conductive paint를 이용하여 금선을 부착시킨 후 사용하였다(Fig. 2). 배나무 잎의 잎

자루를 300 mL의 물이 담긴 가지 달린 삼각플라스크(250 mL, Schott Duran, Germany)에 탈지면을 이용하여 해부용 

칼(Surgical blade, FEATHERⓇ, Japan)을 이용해 끝부분을 자른 잎자루를 고정시킨 후 1 시간 동안 침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나무 잎은 묘목에 있는 신초에서 8번째 잎을 사용하였다.

Fig. 2. Photograph showing Cacopsylla pyricola with ball of silver conductive paint on the thorax.

 EPG 파형을 PROBE 3.4 software로 분석할 때에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파형을 모두 9개의 패턴으로 분류하고

(Table 1),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파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6 가지 분석요인을 가지고 분석하였는

데; (1) 꼬마배나무이를 EPG 시스템에 준비를 완료하고 기록을 시작한 후부터 처음으로 흡즙하기 위한 곳을 찾기 위

한 행동인 탐침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time to the first probe); (2) 기록을 행한 5시간동안 총 탐침한 횟수(total 

number of probes); (3) 기록을 시작한 후부터 처음으로 체관부에서 흡즙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time to the first xylem 

feeding); (4) 기록을 행한 5시간동안 꼬마배나무이의 구침이 체관부에 접촉한 횟수(total number of xylem phases); 

Table 1. List of Cacopsylla pyricola waveform patterns used in data analysis.

EPG waveforms Tissue location of stylet tips Activities

Np Non probing surface Walking and external salivation

PA Start penetration  Stylet penetration

PB Start penetration Sheath salivation 

PC1 Parenchyma Sheath salivation

PC2 Vascular parenchyma Parenchyma ingestion

PD Phloem Transition to PE1

PE1 Phloem Phloem salivation

PE2 Phloem Phloem ingestion

PG Xylem vessel pericyclic fiber Xylem active ingestion



Feeding behaviors of Cacopsylla pyricola (Hemiptera: Psyllidae) using electrical penetration graphs (EPG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3(2) June 2016 197

(5) 기록을 시작한 후부터 처음으로 꼬마배나무이의 구침이 물관부에서 흡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time to the first 

phloem feeding); (6) 기록을 행한 5시간동안 꼬마배나무이의 구침이 물관부를 탐침한 횟수(total number of phloem 

phases)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을 관찰한 EPG 기록은 꼬마배나무이가 시스템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죽은 경우를 제외

하고 정상적으로 배나무 잎에서 흡즙을 한다고 판단된 경우만을 모아 10반복을 실시하였다.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 분석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EPG 기록 실험 과정에서 물 300 mL을 넣어 잎자루를 1시간동안 침

지 한 후 EPG기록에 이용하였다. EPG 기록은 5시간 동안 기록 하였으며, 꼬마배나무이와 배나무 잎을 각각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10반복 수행 후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꼬마배나무이의 EPG 기록은 총 5시간을 기록하였다. Fig. 3은 총 5시간 동안 꼬마배나무이가 섭식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Fig. 4는 여러 특징적인 파형을 나타낸 그림이다. 꼬마배나무이가 배나무잎을 섭식

할 때 나타나는 섭식패턴은 8가지 패턴으로 나타났다. Fig. 5는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에 의해 나타난 파형을 각 

Frame 별(100, 60, 30, 10, 5초)로 나타낸 그림이다.

Fig. 3. The typical feeding patterns of Cacopsylla pyricola during 5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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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Np는 꼬마배나무이가 기주식물에 구침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흡즙을 하지 않고 식물체 표면에서 

쉬고 있거나 돌아다닐 때 나타나는 파형으로 기주식물과 꼬매배나무이 사이에 전기적으로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4a).

Waveform PA

PA파형은 섭식을 하지 않을 때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파형으로 꼬마배나무이가 기주식물에 구침을 삽입할 때 

나타나는 파형이다. 식물체 조직 내부로 구침이 삽입되어 짧은 시간동안 불규칙적이고 급격한 전압의 차이로 파형

Fig. 4. Characteristics of EPG waveforms recorded from Cacopsylla pyricola. (a) Np (non-probing), waveform PA 

and PB; (b) waveform PB; (c) waveform PC1; (d) waveform PC2; (e) waveform PD; (f) waveform PE1; (g) waveform 

PE2; (h) waveform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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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veforms PA

(b) Waveforms PB

(c) Waveforms PE1

Fig. 5. EPG waveforms of Cacopsylla pyricola showing waveform PA, PB, PE1, PE2, and PG types during the stylet 

penetration into epidermal cells (a and b), phloem sheaths (c and d), and xylem sheaths (e), respectively, with the 

time frame of 3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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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구침이 식물체 표면의 상피세포를 파괴할 때 나타나는 파형으로 세포를 파괴할 때

에 많은 저항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Figs. 4a, 5a).

Waveform PB

PB파형은 꼬마배나무이가 기주식물에 구침을 삽입하면서 침투가 용이하도록 타액을 분비하는 파형으로 진폭 차

가 크고 진동수가 적은 부분과 진폭차가 적고 진동수가 많은 부분이 교대로 나타난다(Figs. 4b, 5b).

Waveform PC1

PC1 파형은 유조직을 침투할 때 PB파형에서 나타나는 섭식행동과 같이 침투가 용이하도록 타액을 분비하는 파

형으로 구침의 위치가 식물체 유조직에 위치하고 타액을 분비시 나타난다. 비교적 일정한 진폭으로 나타나며 꼬마

배나무이의 섭식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파형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는 파형이다(Fig. 4c).

(d) Waveforms PE2

(e) Waveforms PG

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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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form PC2

PC2 파형은 구침의 움직임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구침의 위치가 관다발 유조직에 위치하며 구침의 움직

임은 관다발 유조직을 섭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규칙적이며 일정한 전압차를 유지하여 톱니모양으로 나타

난다(Fig. 4d).

Waveform PD

PD 파형은 PC1파형에서 체관부 섭식시 타액을 분비하는 PE1파형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파형으로 체관부 섭식

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파형이다. 파형의 모양은 PE2파형과 비슷하지만 일정한 전압차를 유지하는 PE2파형

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파도치는 듯한 모양으로 나타났다(Fig. 4e).

Waveform PE1

PE1파형은 PD파형이 나타난 이후에 체관부를 섭식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파형으로 파형 중 진폭이 가장 

작은 파형으로 일정한 가시 모양이 반복되는 파형이다(Figs. 4f, 5c).

Waveform PE2

PE2파형은 꼬마배나무이가 체관부 섭식할 때 나타나는 파형으로 크고 작은 톱니모양의 파형이 조합을 이루어서 

규칙적인 모양으로 나타난다(Figs. 4g, 5d).

Waveform PG

PG파형은 꼬마배나무이가 물관부를 섭식할 때 나타나는 파형은 끝이 뾰족한 것보다 둥근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

고, 다른 파형에 비하여 상하 대칭적으로 균일한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Figs. 4h, 5e).

본 연구에서는 EPG 기술을 이용하여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을 관찰하여 9종류의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섭식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파형인 Np, 섭식을 시작하여 구기가 기주식물에 닿고 식물체 침투할 때 나타나는 파형

인 PA파형, 식물체에 침투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는 파형인 PB파형, 식물체 유조직을 침투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

타나는 파형인 PC1파형, 관다발 유조직을 섭식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C2파형, 체관부 섭식을 시작할 때 PC1파형

에서 PE1파형으로 이행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D파형, 체관부 섭식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E1파형, 

체관부를 섭식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E2파형, 물관부를 섭식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G파형을 관찰되었다. 

섭식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파형인 Np파형은 다른 흡즙형 곤충이 기주 식물을 섭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파형

과 마찬가지로 0V의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였다. 꼬마배나무이의 구기가 식물체에 닿으면서 섭식을 시작할 때, 식물

체에 침투시 나타나는 파형인 PA파형은 진딧물이 기주식물을 침투할 때 나타나는 파형과 마찬가지로 높은 전압의 

차이를 보이면서 불규칙한 진폭으로 나타났다(Tjallingii, 1988). 

식물체 침투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B파형은 진폭이 큰 파형과 진폭이 작은 파형이 번갈아가면서 

규칙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파형 역시 Tjallingii (1988)가 보고한 진딧물이 식물체 침투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

는 파형과 Civolani et al. (2011)이 보고한 Cacopsylla pyri의 식물체 침투시 나타나는 PB파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조직을 침투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PC1파형은 Civolani et al. (2011)이 보고한 C. pyri의 구침이 유조직에 

위치하고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PC1 파형, Bonani et al. (2010)이 보고한 Diaphorina citri의 C파형과 유사한 파

형으로 나타났으며, Seo et al. (2009a)이 보고한 Nilaparvata lugens가 유조직을 침투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N2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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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침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EPG 기록 결과 나타나는 파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5시간의 EPG 기록 결과 중 가

장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PB파형은 진폭이 크고 비교적 진동수가 적은 부분과 진폭이 작고 진동수가 많은 부분이 번

갈아서 규칙적으로 나타났지만 PC1파형은 진폭이 작고 비교적 진동수가 적은 부분과 진폭이 작고 진동수가 많은 부

분이 번갈아서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관다발 유조직을 섭식할 때 나타나는 PC2파형은 톱니모양의 파형으로 진폭이 작고 규칙적인 진동수로 비교적 균

일한 크기로 파형이 나타났다. Civolani et al. (2011)이 보고한 C. pyri의 PC2파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C. pyricola가 

체관부를 섭식하기 전에 나타나는 PD파형은 Civolani et al. (2011)이 보고한 C. pyri의 PD파형과 Bonani et al. (2010)

가 보고한 D. citri의 D파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D. citri의 D파형은 C파형과 E1파형 사이에서 나타나며, C. pyri의 

PD파형은 PC1파형과 PE1파형 사이에서 항상 나타났다. C. pyricola도 D. citri, C. pyri와 마찬가지로 PC2파형과 PE1

파형 사이에서 체관부 섭식을 시작하기 전에 PD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C. pyricola의 PD파형은 전체적

으로 톱니모양의 파도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체관부 섭식 직전에는 큰 진폭이 나타났다. 체관부를 섭식시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E1 파형은 PD파형이 나타난 뒤에 진폭이 작게 나타나고, 뾰족한 모양의 작은 돌기가 규

칙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Civolani et al. (2011)이 보고한 C. pyri의 PE1파형, Bonani et al. (2010)가 보고한 D.citri의 

E1파형과 Stafford et al. (2009)이 보고한 Circulifer tenellus의 E1파형과 같이 작은 진폭에 규칙적인 형태의 파형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C. pyricola가 체관부를 섭식할 때 나타나는 파형인 PE2파형은 Civolani et al. (2011)이 보고한 C. 

pyri의 PE1파형과 Bonani et al. (2010)이 보고한 D. citiri의 E2파형, Stafford et al. (2009)이 보고한 C. tenellus의 D3파

형, Seo et al. (2009a)이 보고한 N. lugens의 N4-b파형과 유사한 파형으로 크고 작은 가시모양의 파형이 비교적 규칙

적인 배열로 나타났다. 

물관부를 섭식할 때 나타나는 PG파형은 진폭이 크고 규칙적인 형태의 파형으로 나타났으며, Civolani et al. (2011)

이 보고한 C. pyri의 PG파형과 Bonani et al. (2010)이 보고한 D. citiri의 G파형과 Spiller (1988)이 보고한 진딧물이 물

관부를 섭식할 때 나타나는 G파형, Miranda et al. (2009)이 보고한 Bucephalogonia xanthophis의 Xc파형 그리고 Seo 

et al. (2009a)이 보고한 N. lugens의 N5파형은 C. pyricola의 PG 파형과 유사한 파형으로 물관부 섭식시에 나타나는 

진폭이 크고 규칙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파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onclusion

꼬마배나무이(Cacopsylla pyricola)는 많은 품종의 배를 가해하는 아주 작은 곤충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의 심각한 

해충으로 취급되고 있다.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꼬마배나무이를 방제하기 위한 약제의 저항성 정

도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부분이다. 이러한 섭식행동은 EPG 기술을 통하여 축정할 수 있으며, 파형의 전기적 특성 모

형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을 EPG 기술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침투를 시작할 때 나타나

는 파형 PA, 구침이 들어갈 때에 타액을 분비하는 파형 PB, 유조직 침투할 때에 타액을 분비하는 파형 PC1, 관다발 

유조직에서 흡즙할 때에 나타나는 파형 PC2, PC1에서 체관부에서 흡즙하는 파형 PE1이 나타나기 전에 보이는 파형 

PD, 체관부에 구침이 위치하여 타액을 분비할 때 나타나는 파형 PE1, 체관부에서 식물체액을 흡즙할 때에 나타나는 

파형 PE2, 물관부에서 식물체액을 흡즙할 때에 나타나는 파형 PG 등을 확인하였다. 꼬마배나무이의 섭식행동을 

EPG기록한 결과, 꼬마배나무이의 섭식 행동 패턴 중 제일 많은 빈도수로 나타난 패턴은 체관부를 섭식하는 패턴이

었고, 다음으로는 물관부를 섭식하는 패턴, 유조직을 침투하는 패턴 순으로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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