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에(Bombyx mori)가 분비하는 봄비콜(bombykol)을 화학

적으로 동정한(Butenandt et al., 1959) 이래 약 60년 동안 페로

몬은 농업 및 의학 해충을 방제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

어 왔다. 특별히 성페로몬과 같이 종 특이성이 높은 유인물질을 

이용하여 특정 해충 개체군 동태를 모니터링하여 방제의 효율

을 높여주고 있다.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데 화학생태학

적 접근은 가장 근간을 이루는 원천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특정 곤충의 성페로몬 동정 및 효율성 검증이 가능하게 되

었다. 여기에 곤충의 페로몬 감지를 이해하기 위해 냄새감각에 

대한 분자생리학적 원리 탐구는 해충 방제는 물론이고 척추동

물의 냄새감각 생리 탐구에도 주요한 연구 초석을 제공하였다

(Hildebrand and Sheppard, 1997).

곤충을 이용한 페로몬 연구가 전체 생물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이들의 행동생리, 냄새감지 및 페로몬 생합성과

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물적 소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주요한 해충을 다루기에 

연구의 의미를 뚜렷이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 1960년대 중반 

이후 화학 농약의 대량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부각은 페

로몬을 이용한 비화학적 해충 방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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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많은 야외 적용시험 연구들은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었다(Baker and Heath, 2005). 

따라서 곤충페로몬 통신계의 생화학적, 신경생리학적 및 행

동학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페로몬 연구체계, 페로몬을 이용한 

방제기술의 평가기법, 그리고 페로몬을 이용한 방제기술 개량

에 필수적이다. 본 종설에서는 이러한 페로몬 관련 곤충 생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충 방제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고 나아가 새

로운 관련 해충방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성페로몬 생리

화학통신의 수단으로 성페로몬은 반대 성을 유인하는 경우

에 일컫는다. 이는 암수 모두를 유인하는 집합페로몬과 구분된

다. 이 성페로몬에 대한 이해는 이 물질의 화학적 성질과 이를 

바탕으로 곤충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전기생리적 변화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1.1. 성페로몬의 화학적 다양성

주로 나비목과 딱정벌레목을 중심으로 연구된 곤충의 성페

로몬 물질은 휘발성을 갖는 물질 가운데 비교적 크기가 큰 선형 

지방산 구조로부터 단일테르펜류까지 다양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 물질은 모두 낮은 증기압을 가지며, 야외에 방출될 

경우 극미량의 분자 밀도를 차지하게 되는 데 이때 수컷의 높은 

감지능력으로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다.

나비목의 경우 나비류에 비해 나방류가 성페로몬에 대한 의

존도가 높다. 나비류의 경우 배우자를 찾는 데 주로 시각적 수

단에 의존하고 페로몬은 근거리 또는 접촉페로몬의 용도로 이

용되어 진다. 그러나 나방류에 있어서는 성페로몬이 배우자를 

찾는 데 절대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암컷 나방류는 지

방산을 주성분으로 주로 원거리 통신물질을 방출하는 반면 수

컷은 식물체의 이차대사산물과 유사한 근거리 교신물질을 방

출하게 된다. 많은 암컷의 페로몬은 10 ~ 18개 탄소수 지방산에 

알코올, 아세테이트 및 알데하이드류의 관능기가 포함된 물질

의 혼합체로 구성된다. 이 외에 여러 개의 이중결합이 포함된 

polyene 또는 epoxide 탄화수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들의 생

합성과정을 살펴보면 16개 또는 18개 탄소수 지방산을 모체로 

불포화효소에 의한 이중결합 첨가, β-산화에 의한 탄소수 골격

감소, 산화 또는 환원효소에 의한 말단 관능기 형성을 포함하게 

된다. 한편 페로몬합성을 유기시키는 신경펩타이드 호르몬인 

PBAN (pheromone biosynthesis activating neuropeptide)은 페

로몬합성 유기뿐만 아니라 암컷의 수컷 유인행동을 유기하기

도 한다. 현재 이 호르몬의 막수용체가 밝혀졌고, 이들 수용체

의 구조는 7개 α사슬로 구성된 내재성단백질로 G 단백질과 연

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Choi et al., 2003).

1.2. 성페로몬 생합성

양성생식을 하는 곤충의 경우 자기 짝을 찾는 행위는 종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자기 짝

을 찾는 많은 나비목에서는 종특이적 정확한 성페로몬 생합성

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나비목 곤충의 

성페로몬은 지방산 유래 여러 성분이 종 특이적 조합으로 구성

된다. 여기에 성페로몬 성분은 상이한 탄소수의 지방산에 이들

이 갖는 관능기를 알코올, 알데하이드 및 아세테이트 등으로 다

양성을 높이게 된다. 지방산은 다시 불포화효소의 도움으로 이

중결합을 형성하며 이들의 위치 및 개수에 따라 다양한 화학성

분으로 나뉘게 된다. 이들 나비목 해충의 경우 주로 복부 마지

막 마디에 위치한 외분비성 성페로몬샘에서 생합성이 주로 일

어나게 된다.

지방산을 이용하여 페로몬을 생합성하는 나비목 곤충의 경

우 탄소수 16개의 포화지방산인 팔미틱산 또는 18개의 포화지

방산인 스테아릭산을 시발점으로 특이적 탄소 위치에서 불포

화효소의 도움으로 이중결합을 만들고 사슬 길이의 변화 및 관

능기 첨가로 성페로몬을 생성하게 된다(Fig. 1). 따라서 이중결

합을 형성하는 불포화효소의 특이성은 성페로몬 조성의 정확

성 및 이를 통해 생식적 격리를 통한 종분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불포화효소는 카르복실

기에서 9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을 생성하는 Δ9 불포화효소가 

모든 진핵생명체에서 존재한다(Liu et al., 1999). 크게 두 종류

로서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많은 Δ9 불포화효소는 스테아릭산

(C18)에 비해 팔미틱산(C16)을 선호하는 반면, 성페로몬을 합

성하는 나방류이 경우 추가적인 Δ9 불포화효소가 분지하여 이 

효소는 주로 스테아릭산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odriguez et al., 2004). 나방류에서 성페로몬 이중결합 형성

에 가장 많이 알려진 효소는 Δ11 불포화효소로서 이 효소의 분

자진화적 유래도 나비목의 이문아목(Ditrysia)이 분지되기 전 

시기에 Δ9 불포화효소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Liénard 

et al., 2008).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는 잎말이나방과(Tortricidae)는 전 세

계에 걸쳐 분포하면서 여러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성페로몬

을 연구하는 여러 곤충생리학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온 분류군

이다. 이 가운데 갈색머리잎말이나방류(Ctenopseustis)와 녹색

머리잎말이나방류(Planotortrix)는 이중결합이 특이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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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불포화지방산을 갖고 있어 흥미를 주고 있다. 즉, 여러 

다른 잎말이나방류의 경우 11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을 갖지만 

이들은 5, 7, 8, 9 그리고 10번 위치에 이중결합을 갖는다(Clear-

water et al., 1991). 갈색머리잎말이나방류에서 Ctenopseustis 

obliqua는 두 가지 성분인 Z8-tetradecenyl acetate (Z8-14:Ac)

와 Z5-tetradecenyl acetate (Z5-14:Ac)를 4:1의 비율로 갖고 있

다(Clearwater et al., 1991). 반면에 C. herana는 Z5-14:Ac 단

일 성분만을 성페로몬으로 이용하고 있다. Z8-14:Ac의 경우 스

테아릭산이 지방산 β 산화과정을 통해 탄소수가 16개로 줄고 

여기에 Δ10 불포화효소 작용으로 Z10-16:Acyl을 형성하게 된

다. 다시 지방산 β 산화과정을 통해 Z8-14:Acyl이 되면 최종적

으로 지방산환원효소(fatty acid reductase: FAR)의 작용에 의

한 환원과정으로 알코올로 전환된 후 다시 아세틸기를 붙여 

Z8-14:Ac를 형성하게 된다(Foster and Roelofs, 1987). C. 

herana의 경우 성페로몬샘에서 Δ10 불포화효소 유전자 발현

이 억제되어 있어 Z8-14:OAc를 생성하지 못한다(Albre et al., 

2012). 그러나 미리스틱산(탄소수 14개 포화지방산)에서 Δ5 

불포화효소의 작용으로 Z5-14:OAc를 생합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생합성 반응이 C. obliqua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두 곤충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새

로운 불포화효소가 동정되었다(Hagström et al., 2014). 이 불포

화효소는 301개의 아미노산을 갖고 있고, 생물정보 분석기술

로 불포화효소의 특징적인 3개의 영역인 활성부위, His 박스 및 

막투과영역 그리고 세포 내에서 다른 지방산 불포화효소와 같

이 소포체에 위치한다는 것이 추정되었다. 분자계통도로 분석

하여 보면 이 불포화효소는 Δ9, Δ11 불포화효소와는 별도로 분

류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는 이 불포화효소가 다른 불포화효소

와 독립적으로 분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전자를 효모

에 발현시켜 기능 연구를 실시한 결과 미리스틱산을 선택적 기

질로 5번째 탄소에서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Δ5 

불포화효소로 명명되었다.

1.3. 성페로몬과 교미 선택성

이상의 성페로몬 생합성 가정에서 보듯 다양한 불포화효소

의 변이는 이들 나방류의 생식적 고립을 통해 종분화에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암컷 나방류는 단

일 교미를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선택은 중요한 종 유

지 수단이 된다. 여기서 수컷의 복부 털뭉치에서 분비되는 성페

로몬은 암컷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선별하는 신호로 이용된다. 

유럽조명나방(Ostrinia nubilalis)은 자신의 Z 및 E형 생태형과 

아시아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과의 생식 격리를 암수 성

페로몬 조성 차이로 유지시킨다. 암컷 성페로몬은 유럽과 아시

아 조명나방이 △11 불포화효소와 △14 불포화효소의 분화에 

Fig. 1. A biosynthetic pathway of sex pehromone ((E,Z)8-12:Ac) in the oriental fruit moth, Grapholita molesta: ‘-2’ for β-oxidation and ‘FAR’ 
for fatty acid reductase. Shaded area indicates a chain reduction by β-oxidation to produce C12 fatty acid before reduc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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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각 Z/E11-14:Ac 및 Z/E12-14:Ac를 갖는다(Roelofs et 

al., 2002). 반면에 수컷 성페로몬은 16:Ac, Z9-16:Ac, Z11-16: 

Ac, Z14-16:Ac을 포함한다(Lassance and Löfstedt, 2009). 더

욱이 이러한 교미방식은 수컷을 구분할 수 있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수컷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나이든 수컷일수록 △11 불

포화효소의 활성에서 비롯된 Z11-16:Ac의 함량이 높아졌기 때

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아시아조명나방은 16:Ac과 Z9-16:Ac

을 생합성하지만, Z 생태형은 Z11-16:Ac을 갖는 반면 E 생태

형을 그렇지 못하여 암컷은 수컷 성페로몬을 통해 종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 

1.4. 성페로몬 후각생리

곤충은 주로 촉각에 존재하는 화학감각기를 이용하여 페로

몬 성분을 감지하게 된다. 나비목 곤충을 대상으로 감각 생리가 

주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감각생리는 타 곤충에서도 유사하

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나비목 곤충에서 일어

나는 페로몬 감각생리를 집중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암컷 성충이 분비하는 성페로몬은 연무 형태로 야외로 방출

되며, 이 연무는 내부에 페로몬 냄새줄기로 구성된다. 페로몬에 

대한 곤충의 반응 신경계는 페로몬 성분의 절대농도 감지보다

는 농도 구배를 인식하는 데 발달한 것을 보인다(Kaissling, 

1998). 대기 중 페로몬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페로몬 활성 성분 

줄기를 따라 수컷이 비행하면서 암컷을 찾게 된다. 즉, 페로몬 

활성 성분 줄기를 지날 때 페로몬 성분이 감각기에 도달하면 활

동전위를 형성하고 이 줄기를 이탈하게 되는 순간 활동전위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짧은 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활동전위 차이

가 다음 단계인 촉각엽의 시냅스 전위전달에도 나타나고 궁극

적으로 이러한 순간적 차이가 신경중추로 연결되면서 비행의 

방향을 조절하는 행동명령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1.4.1. 성페로몬 감각기

성페로몬을 감지하는 수컷의 촉각에는 수천 개의 털감각기

가 각각 여러 개의 구멍을 지니며 냄새물질인 성페로몬의 통로

로 작용하면서 주된 화학감각기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Kaissling, 

2001).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의 경우 페로몬 성분

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털모양 감각기가 촉각 편절 전체

에 약 4,000개가 분포하였으며, 암컷에 유인되기 위해서는 최

소한 1,330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Bae et al., 2006). 

그러나 일부 나무좀의 경우는 뿔모양의 감각기가 성페로몬을 

인식하는 감각기로 작용하고 있고(Dickens, 1979), 풍뎅이류에

서는 홈 또는 판형 감각기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Kim and 

Leal, 2000) 외부감각기의 형태는 비교적 다양하다. 이 외부감

각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2 ~ 3개의 후각감각신경(olfactory 

sensory neurone: ORN)이 하나의 감각기에 존재하게 된다.

1.4.2. 성페로몬 인지

소수성 페로몬 냄새물질이 이러한 감각기의 구멍을 통해 감

각기 내부로 들어가면 수용성 감각기주위젤(perireceptor gel)

에서 페로몬결합단백질(pheromone-binding protein: PBP)과 

결합한다. 냄새물질결합단백질(odorant binding protein: OBP)

은 후각감각기에서 공기 중의 냄새물질을 후각신경의 후각수

용체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곤충에서 최초로 알려진 

OBP는 산누에나방(Antheraea polyphemus)에서 알려진 PBP

이다(Vogt and Riddiford, 1981). 이 PBP는 14 kDa 크기의 수

용성 단백질로서 수컷 촉각에만 존재하고 성페로몬과 높은 친

화력을 보인다. 이 PBP는 OBP 유전자군의 단계통으로 분류되

며 방산진화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있다(Vogt et al., 

2015). 예를 들어, 담배박각시나방(Manduca sexta)의 경우 13

개 OBP 유전자를 지니는 데 이 가운데 3개의 PBP 유전자가 자

리하고 있다(Györgyi et al., 1988; Vogt et al., 2002). 이들 상이

한 PBP는 모두 공통 분자구조로서 산성의 등전점을 가지면 소

수성 영역, 분비성 신호 및 6개의 시스테인 잔기를 지닌다(Zhang 

et al., 2012).

PBP의 도움으로 후각감각신경의 수상돌기 세포막에 위치

한 페로몬 후각수용체(olfactory receptor: OR)에 다다른다. 페

로몬 화합물의 구조가 이 수용체의 결합부위와 일치하면 OR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G protein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이온통

로 개방으로 수상돌기에서 감각전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감각

전위가 임계치를 넘으면 활동전위로 전환되어 축색돌기를 통

해 대뇌로 전달된다. 감각기에서 성페로몬을 인식하는 데 PBP

의 성페로몬 성분이 후각신경의 후각수용체에 전달하여 이들

의 특이적 결합도 중요하지만 PBP의 협력적 작용이 페로몬 감

각생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노랑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의 경우 후각수용체인 OR67d은 성페로몬인 cis- 

vaccenyl acetate (cVA) 인식을 위해 PBP 단백질인 LUSH가 

필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LUSH 돌연변이체는 cVA에 무

반응이다(Xu et al., 2005). 누에의 후각수용체(BmorOR1) 유

전자를 발현하는 초파리의 경우 누에 페로몬인 봄비콜에 반응

은 하지만 이와 더불어 누에의 PBP인 BmorPBP1 유전자를 동

시에 발현시키면 봄비콜에 대한 반응성이 현격하게 증가한다

(Syed et al., 2006). 담배순나방(Heliothis virescens)의 후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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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인 HvirOR13 유전자를 인체 신장 세포주인 HEK293에 발

현시키면 이 나방의 성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은 낮지만, 이 곤충

의 PBP인 HvirPBP2 유전자를 함께 발현시키면 Z11-hexadecenal 

성페로몬 성분에 높은 반응성을 주게 된다(Grosse-Wilde et al., 

2007). 일반적으로 나방류의 성페로몬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는 데 이들의 성분에 대해서 상이한 PBP들이 특이적으

로 반응하여 다중성 페로몬 조성에 대한 곤충의 인지 능력을 

PBP가 높여주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및 복숭아와 같은 

핵과류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순나방은 네 가지의 성페로몬 성

분(Z8-dodecenyl acetate, E8-dodecenyl acetate, Z8-dodecenyl 

alcohol, 1-dodecanol)을 갖는다(Cardé et al., 1979). 세 종류의 

PBP 단백질 유전자(GmolPBP1-3)를 지니며 이 가운데 Gmol-

PBP2가 Z8-dodecenyl acetate와 E8-dodecenyl acetate에 높은 

친화력을 보였다(Song et al., 2014). 반면에 GmolPBP1은 Z8- 

dodecenyl alcohol와 1-dodecanol에 친화력을 보였다(Zhang et 

al., 2018). 반면에 GmolPBP3에는 어느 성페로몬 성분도 결합

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페로몬 연무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냄새줄기에 상이한 페

로몬 성분들은 하나의 감각기에 존재하는 후각 감각신경들에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후각 감각신경 자극의 조합이 대뇌로 들

어가 신호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Todd and Baker, 1999). 

따라서 페로몬 특이성은 우선 PBP의 종류, OR의 구성 및 상이

한 ORN의 조합 특이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활동전위

는 중대뇌의 촉각엽에 위치한 복합사구체(macroglomerular 

complex: MGC)에 이르게 된다(Hildebrand and Shepard, 1997). 

MGC는 촉각 감각기에서 오는 축색돌기와 촉각엽에 있는 국부

연합신경(local interneuron)의 복합 연결망으로 구성된다. 수

컷에만 존재하며 페로몬 후각감각신경을 접하게 된다. 반면에 

식물체 향기를 처리하는 후각감각신경은 암수 모두에 발견되

며 아래쪽 촉각엽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사구체로 연결된다. 특

정 페로몬 성분에 대한 후각감각신경은 MGC 내부의 일정한 

영역의 사구체에 전달된다(Galizia et al., 2000). 따라서 상이한 

페로몬 성분들이 이들 MGC에서 상이한 사구체에 신호를 주어 

화합물의 신호를 인식하는 것으로 일종에 ‘across-glomerular 

pattern (반응 사구체 조합패턴)’으로 페로몬 조성을 구분하게 

된다(Galizia et al., 1998). MGC로부터 발달된 투사연합신경

(projection interneuron)이 촉각엽의 신호를 전대뇌의 유병체

로 전달되어 최종 인식된다(Fig. 2). 

2. 야외 개체군 모니터링

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방제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분

야가 특정 개체군 발생모니터링이다. 일찍이 1970년대에 잎말

이나방류를 대상으로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개체군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해충종합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대상 해충

의 밀도 변동에 기반을 둔 방제 처리 시기 결정은 기존에 미리 

Fig. 2. Signal transduction from pheromone to brain. Acronyms include pheromone-binding protein (PBP), odorant receptor neuron 
(ORN), odorant receptor (OR), receptor potential (RP), action potential (AP), antennal lobe (AL), macroglomerular complex (MGC), and 
mushroom body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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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시기에 무조건 약제를 처리하는 관리 기술에 비해 50% 

이상의 약제 처리 비용을 절감시켜 그 우수성을 보여 주었다

(Madsen, 1981). 이러한 페로몬을 이용한 특정 개체군 밀도 변

동 모니터링은 곤충의 온도발육 모형과 연계하여 특정 발육 시

기를 추정하여 효과적 방제 시기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Riedl 

and Croft, 1974; Riedl et al., 1976). 이후로 페로몬을 이용한 모

니터링은 해충종합관리에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검역 해충 모니터링

외국 물류가 빈번히 출입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우려하는 외

래 해충에 대한 침입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페로몬 모니터링은 

탁월한 검역 기능을 갖는다(Schwalbe and Mastro, 1988). 특히 

아직 정착하기 전 침입 초기에 검역 해충의 발견 정보는 박멸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게 된다. 나라 간 이동은 물론이고 미국과 

같이 면적이 큰 나라의 경우는 국가 내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해충의 움직임을 시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약제 살포 및 

타 방제 기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비작물

체로부터 작물체로 해충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페

로몬은 유용한 도구이다. 

3.1. 지역 간 해충 이동 파악 

미국 중부지역에서는 일정 구획으로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

고 검거세미밤나방(Agrotis ipsilon)의 이동을 파악하든지

(Showers et al., 1989a,b), 짚시나방과 같이 확산되는 해충의 분

포지역을 결정하는 데 페로몬 기술을 이용하였다(Elkinton and 

Cardé, 1981). 이를 통해 해충의 확산 방향을 추적하고, 이를 억

제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이 해충의 경우 미국 동부 New 

England에 국한된 침입 범위가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확산방지 차원에서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비

발생지역에 매년 200,000개 트랩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하면서 발견되는 국부 지역에 방제를 통해 이 해충의 미국 전역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Bigsby et al., 2011).

목화다래나방(Pectinophora gossypiella)는 멕시코와 남부 

캘리포니아 목화재배지에 발생하여 막대한 약제 살포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낳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

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 목화 재배 우월성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매년 남부지역의 목화나방이 이동하여 중부지역의 

목화재배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 해충의 이동 경

로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포획된 수컷 밀도를 기준으로 불

임 수컷을 방사하는 유전방제기술 또는 교미교란제를 통해 피

해를 막고 있다(Baker et al., 1990).

목화를 가해하는 바구미류인 Anthonomus grandis의 경우, 

우선 수컷이 방출하는 네 가지 페로몬 성분이 밝혀졌다

(Tumlinson et al., 1971). 1988년도에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약 

590,000개 트랩에 약 8백25만 개의 페로몬방출기가 사용되어 

밀도 조사는 물론이고 대량 유살 프로그램이 큰 방제 효과를 주

었다(Ridgway et al., 1990). 이를 통해 살충제의 사용량 격감은 

물론이고 해충으로 인한 간접피해도 줄어 목화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재배농가에 경제적 이득을 주었다.

3.2. 과실파리류 국경 검역 모니터링 

높은 침입력과 정착 능력을 가진 과실파리류는 거의 모든 국

가에서 주요 검역 대상 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

외가 아니며, 전체 검역대상으로 설정된 금지해충 60 종 가운데 

41종이 이들 과실파리가 차지하고 있다. 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

포하는 과실파리(Tephritidae)는 일부 해충군들이 넓은 기주 범

위와 높은 이동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요 검역 대상이 되고 있다(Kim et al., 2019). 현재까지 약 500

여 속에 5,000종 이상의 과실파리과 곤충이 보고되었다(White 

and Elson-Harris, 1992). 이들 가운데 특히 6속(Ceratitis, Ana-

strepha, Rhagoletis, Bactrocera, Dacus, Zeugodacus)의 과실

파리가 농업적으로 중요한 해충군으로 이 가운데 해충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분류 체계상 복합체를 형성하는 분류군이 Bac-

trocera와 Zeugodacus 속으로 현재까지 651 종이 포함되고 있

다(Drew and Hancock, 2000; Vargas et al., 2015a). 이들의 피

해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막대하기에 과실을 생산하는 나

라들은 특정 과실파리류가 발생하는 수출국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완전방역처리를 요구하고 있다(Vargas et al., 

2008a). 이들은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그리고 호주까지 넓게 분

포하고 있다. 특히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는 

아열대 동남아시아지역이 원산지로서 270개 이상의 기주 식물

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hite and Elson-Harris, 

1992; Allwood et al., 1999). 

3.2.1. 과실파리 유인제 유래와 페로몬 생합성

오리엔탈과실파리를 비롯하여 여러 주요한 과실파리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식물체에서 유래되는 시노몬(synomone)을 

이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시노몬은 과실파리가 섭식을 통

해 체내로 흡수하면서 성페로몬을 만드는 데 전구체로 이용되

게 된다(Kim and Kim, 2016). 주요 과실파리 모니터링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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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메틸유제놀(methyl eugenol, ME)은 복숭아과실파리(B. 

zonata)를 유인하는 citronella oil에서(Howlett, 1912; 1915) 그

리고 지중해과실파리 유인제는 등유(kerosene)에서 각각 동정

되었다(Cunningham, 1989).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 과실파리 

유인제 개발을 위해 식물체의 이차대사산물에 관심을 갖게 하

였다.

큰과실파리아과(Dacinae)에 속한 과실파리류의 유인물질

은 큐루어(CL: 4-(p-acetoxyphenyl-2-butanone))와 메틸유제

놀(4-allyl-1,2-dimethoxy-benzene)로서 C6-C3 골격의 phenyl 

propanoid의 골격구조를 지닌다(Friedrich, 1976). 탄수화물로

부터 방향족 아미노산을 만드는 shikimic acid/shikimate 생합

성과정을 통해 페닐알라닌이 형성되고, 이는 바로 phenyl pro-

panoid 생합성에 전구물질로 이용된다. 큰과실파리아과에 속

한 곤충류의 유인물질은 페닐알라닌에서 파생된 p-hydroxy-

cinnamic acid (p-coumaric acid)이다(Metcalf, 1979). 즉, 이 

p-hydroxycinnamic acid 물질(C9)과 malonate (C3)가 결합하

여 C12 물질을 만들고, 탈카르복실, 산화, 환원 및 탈카르복실 

반응을 거쳐 raspberry ketone (4-(p-hydroxyphenyl)-2-butanone)

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화합물의 안정화를 위해 아세틸기를 붙

여서 큐루어로 산업화하였다. 메틸유제놀의 생합성 과정도 

p-hydroxycinnamic acid에서 시작하여 환원, 수산화 및 두 번

의 O-메틸화를 포함하게 합성된다.

메틸유제놀은 적어도 200 여 종(32 개 과)의 기주 식물이 생

산하며, 다수의 Bactrocera 과실파리류 수컷을 유인한다. 오리

엔탈과실파리의 경우 수컷은 메틸유제놀을 섭취하고, 전장 소

낭 부위에서 산화과정을 통해 페로몬 성분인 2-allyl-4,5- 

dimethoxyphenol (DMP)과 (E)-coniferyl alcohol (CF)로 전환

되고, 다시 소낭 세포막을 통과하여 나가 혈림프로 이동되고, 이

를 다시 직장샘(rectal gland)에서 흡수 및 저장하여 교미 때 항

문으로 방출하게 된다(Nishida et al., 1988; Hee and Tan, 2004). 

수컷을 유인하는 메틸유제놀의 유효 유인 약량은 318 ng으로서

(Wee et al., 2002), 페로몬 성분인 DMP와 CF의 유효 약량과 거

의 동일하여 메틸유제놀 자체로 수컷을 유인하는 유인제로 사

용할 수 있다. 한편 DMP와 CF의 집합페로몬에 암수가 모두 모

이나, 야외에서 이들의 유인 기간이 달라, 수컷은 이 물질에 유

인되는 것이 아침 무렵(08:00-11:00)이나 암컷은 저녁 무렵

(18:45-19:15)으로 알려지고 있다(Hee and Tan, 1998; Khoo et 

al., 2000).

직장샘에서 방출하는 페로몬은 과실파리 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파파야과실파리(B. papayae)는 직장샘에 

DMP와 CF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카람볼라과실파리(B. ca-

rambolae)는 6-oxo-1-nonanol (OXO)과 CF를 주성분으로 보

유하고 일부 미량성분을 지니게 된다(Perkins et al., 1990). 이 

두 자매종은 상호 교잡이 가능하고, 이때 얻어진 자손은 두 종

의 특이적 페로몬 조성과 차이를 보이면서 양친형의 혼합 조성

을 나타냈으며, 흥미롭게도 야외에서 포획된 개체들에서도 이

러한 조합형이 검출되어 이들 두 자매종의 상호 교배가 가능하

다는 것이 이들 페로몬 조성 분석으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Wee and Tan, 2005).

메틸유제놀에 Bactrocera 수컷이 유인되는 이유는 이들 과

실파리류의 생식과 방어를 위한 약물 섭식행동으로 해석된다. 

즉, 메틸유제놀을 섭취한 수컷은 암컷에 선호성이 높아져 교미 

성공율을 높이고(Tan and Nishida, 1998; Shelly, 2000), 포식

자에게 방어물질로 작용하는 이점을 갖는다(Nishida and Fukami, 

1990; Tan, 2000). 즉, 식물체 입장에서는 과실파리의 화분매개

를 통해 자신의 생식과정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메틸유제놀이 

식물체과 곤충 사이에서 시노몬의 화학통신물질로 작용한다

(Raghu, 2004).

3.2.2. 과실파리 유인제를 이용한 검역용 모니터링

검역 대상의 과실파리가 국내로 침입할 때 이를 조기에 검출

하는 것이 박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고효율

의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이를 위해 수컷에 유인 효과가 

높은 미끼를 이용한 잭슨트랩을 다수 배치하였다. 오리엔탈과

실파리에 대해서는 메틸유제놀을 유인제로 사용하며 오이과실

파리(Zeugodacus cucurbitae)에 대해서는 큐루어를 유인제로 

이용하고 있다(IAEA, 2003; FDACS, 2004; CDFA, 2010). 큐

루어는 가수분해되어 라스베리케톤(raspberry ketone)으로 전

환된다(Vargas et al., 2010b). 큐루어가 라스베리케톤 보다 휘

발성이 높고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야외 모니터링 유인

물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Metcalf and Metcalf, 1992). 

적어도 30,000개 이상의 모니터링 트랩이 캘리포니아에 설

치되어 운영되고 있다(Vargas et al., 2010a). 이들 모니터링 트

랩들은 액체 성분의 루어와 유기인계 살충제인 naled (dimethyl 

1,2-dibromo-2,2-dichloroethyl phosphate)를 포함하고 있다

(Vargas et al., 2009). 초기의 유인제는 약효지속 기간과 경제성

을 고려하여 개량되었다. 즉, 액체 루어 제형을 왁스 재질을 이

용하여 도말형 제형화를 이뤄 야외 사용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

렸으며, 포함된 살충제도 인체에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자재로 

대체하였다(Kim et al., 2018).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메틸유

제놀에 큐루어를 혼합한 복합루어가 제작되었으며 각각 단독 

유인제 만큼 포획효율을 보여 주어 동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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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Leblanc et al., 2011). 복합루어 기술은 다시 진일보하

여 지중해과실파리를 유인하는 trimedlure (tert-butyl-4(or 5)- 

chloro-2-methyl-cyclohexanecarboxylate)를 혼합하는 3 종 루

어를 집적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Shelly et al., 2012; Vargas 

et al., 2012a,b). 그러나 고려할 변수는 이들 유인제들의 휘발속

도 차이이다. 메틸유제놀의 휘발속도가 큐루어에 비해 높고, 또

한 메틸유제놀에 유인되는 오리엔탈과실파리가 이 농도에 비

례하여 유인되기에 복합루어를 사용할 때의 대상 과실파리에 

따른 유인력 변이가 발생될 수 있다(Vargas et al., 2015b). 65%

의 포획확률거리로 유인물질의 유인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지

중해과실파리는 trimedlure에 약 14 m의 유효 유인반경을 갖는 

반면, 오리엔탈과실파리는 메틸유제놀에 약 36 m 유효 유인반

경을 갖는다(Manoukis et al., 2015). 과실파리의 모니터링 효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이들 과실파리에 

대한 정확한 유효 유인 거리를 파악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야외 조건에서 유인물질에 대한 수컷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야외용 전기촉각전도도(Field electroantennogram: 

Field EAG)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Field EAG는 대상 지역에 

모니터링 트랩을 설치하는 데 간격 및 밀도를 결정하는 데 논리

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성페로몬의 경우에는 암

컷의 밀도 및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대량포획 방제기술

암컷이 분비하는 성페로몬으로 수컷 대량포획을 통해 대상 

해충의 밀도를 저하하는 방제효과는 마치 불임충을 방사하여 

야외 유효 교미율을 낮추는 유전방제와 흡사하다. 박멸을 이루

기 위한 불임충방사기술(sterile insect release technique)에서 

보듯 야외 수컷 95% 이상을 포획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수학적 모델을 기초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박멸기술로 여겨질 

수 있다. 대신에 암컷을 대량포획한다면 해충 방제기술은 유효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나무좀류에 적용되었다. 

Ips 속에 속한 나무좀류는 수컷이 새로운 기주를 찾고 서식 

갱도를 형성한 후 페로몬을 방출하여 암컷을 모으게 된다. 1970

년대 가문비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무좀(Ips typographus)은 매

년 밀도가 증가하여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종이와 목재 산업을 

위협하게 되었다. 당시 이 해충의 페로몬 조성 및 유기합성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위기와 기술적 바탕 위에 국가 단위로 합성

페로몬을 이용한 대량유살 프로그램이 전개되었다. 1979년에 

600,000개의 페로몬트랩(암컷유인 집합페로몬)이 노르웨이 

전역에 설치되었고, 300,000개 이상이 스웨덴에 배치되었다. 

이해 여름에만 유살된 이 해충 성충수는 45억 마리 이상으로 추

정되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에서는 더 이상 이 해충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스웨덴에서는 이들 피해목의 밀도

가 크게 격감되었다(Lie and Bakke, 1981).

미국종려나무바구미(Rhynchophorus palmarum)는 미국 열

대지역 및 중남미 지역에서 코코넛 종려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었다. 유사종인 R. ferrugineus는 중동지역에서 피

해를 주는 해충이다. 유충이 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고 가해하며 

이차적으로 적환병(red ring disease)을 유발하는 식물선충인 

Rhadinaphelenchus cocophilus를 매개한다. 유살에 의한 방제

를 이루기 위해 암컷을 유인하는 유인제(2-methylhept-5-en-4-ol)

에 섭식유인제를 첨가하여 처리하였다. 중남미 코스타리카에

서 실시된 방제실험은 6.6ha 당 1개의 유살 트랩을 설치하여 조

사한 결과 적환병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작물체 수가 설치 첫해

에 80% 격감하였으며 이듬해에는 95%까지 높은 방제 효과를 

기록하였다(Oehlschlager et al., 2002).

5. 유살 방제기술

성페로몬을 이용한 최초의 유살 방제기술은 목화다래나방

을 대상으로 이뤄졌다(Baker et al., 1990). 성페로몬을 방출하

는 섬유성 방출기에 피레스로이드 살충제를 점착물질과 혼합

하여 유인된 수컷이 점착물질은 물론이고 이 물질에 포함된 살

충제에 노출되어 치사하게 함으로 작물 피해를 현격하게 줄이

는 효과를 얻었다(Haynes et al., 1986). 

특별히 소규모의 과원의 경우 과원 내부보다는 주변 둘레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교미교란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때 유살처리 적용이 보다 선호되는 기술이 된다. 실제로 주위

와 고립된 소형 사과원에 코드린나방을 대상으로 Ciba 회사 제

품인 Sirene CM을 이용하여 유살기술이 적용되었다(Char-

millot, 1990). 이 제품은 소형(0.05 mL) 점착젤방울로 구성되

며 이 방울들은 3 mg의 퍼메쓰린(permethrin)과 0.08 mg의 코

드린나방 성페로몬을 함유하고 있다. 이 소형 방울을 ha 당 

1,600개 또는 5,000개로 살포한 경우 코드린나방에 의한 피해

를 현격하게 줄였다(Charmillot and Hofer, 1997).

유살기술은 대상 재배지에 비교적 많은 성페로몬을 살포하

기에 교미교란과 기술적 차별성이 불명확한데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살충제가 혼합된 유살제와 단순히 페로몬만 포함된 제형

을 처리하여 코드린나방의 밀도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살충

제 유무에 따라 현격한 방제 효과를 나타내어 유살기술의 고유

성을 보여 주었다(Charmillot et al., 1996). 이러한 노력으로 성

페로몬을 이용한 유살제는 해충종합방제에 주요한 기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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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살제 처리에 의해 해충 방제에 성공을 이룬 사례는 과실파

리류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이 해충군을 방제하는 주된 기술

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일명 수컷박멸기술(male annihilation 

technique: MAT)은 이 수컷 유인제에 살충제(naled, malathion, 

fipronil)를 혼합한 후 방출기 재질(섬유판, 코코넛껍질, 솜뭉치, 

종이펄프)에 스며들게 하여 미끼로 만든 후 이를 공중투하 또는 

지상설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처리하면서 과실파리 방제를 구

현하는 기술이다. 하와이 마리아나 군도에서 메틸유제놀-MAT

을 오리엔탈과실파리 방제에 적용하여 완전박멸에 성공한 사

례가 있다(Steiner and Lee, 1955; Steiner et al., 1965). 괌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에 대해서 불임곤충방사로 완전방제를 실시

한 후 이듬해에 이웃하는 섬들에는 메틸유제놀-MAT을 처리하

여 방제에 성공하였다(Steiner et al., 1970). 보다 큰 규모의 완

전박멸 프로그램이 류큐 열도에서 진행되었다(Koyama et al., 

1984). 1970년대에 남태평양 Rapa Nui 섬에 번식한 퀸즐랜드

과실파리 방제를 위해서 솜뭉치에 큐루어 유인제(메틸유제놀 

만큼 유인력이 좋지 않지만)와 살충제인 말라치온을 혼합하여 

조제한 큐루어-MAT을 단백질미끼제와 함께 발생지점에 살포

하여 완전박멸 효과를 얻었다(Bateman et al., 1973). 

1960년에서 2012년에 걸쳐 9종의 서로 다른 Bactrocera 속 

과실파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오리엔탈

과실파리가 가장 빈번하게(126회) 발견되었다. 이 기간에 25회

의 검역 소독처리와 함께 140회 완전박멸 프로그램이 가동되

었다(Vargas et al., 2014b). 플로리다는 1999년 이래 2012년까

지 12회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속적 침입 

사례 속에 안전한 MAT 처리 기술이 개발되었다. 나온 제품들 

가운데 Vargas et al. (2008b, 2009)은 AKA SPLAT-MAT- 

spinosad-ME (ISCA Technologies, Riverside, CA, USA) 또는 

STATICTM (Dow AgroSciences, Indianapolis, IN, USA)이 기

존의 naled를 함유한 Min-U-Gel과 비등하거나 또는 우수한 방

제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STATICTM Spinosad-ME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검증되었고, 기존에 처리제로 사

용하고 있는 유기인계 농약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로 평가받

았다(Vargas et al., 2014a,b,c). SPLAT-MAT-Cuelure 제형은 

하와이에서 큐루어에 반응하는 과실파리류를 방제하는 데 성

공적이었다(Vargas et al., 2008b).

국내에서도 호박꽃과실파리를 대상으로 큐루어 유인제를 

왁스제형으로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Kim et al., 2019). 이 왁

스제형에 살충제 성분을 가미하여 모니터링 트랩의 효율을 높

이는 데 이용하였다(Kim and Kwon, 2018). 이 제형은 야외에 

처리하여 호박꽃과실파리의 밀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Kim et al., 2019).

6. 교미교란 기술

성페로몬을 이용한 대상 해충의 밀도 모니터링은 해충종합

방제의 필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상 해충의 밀도 변화

는 이를 방제하려는 여러 수단의 실행에 중요한 판단 결정 변수

이다. 그러나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해충을 방제하

는 데에는 모니터링만큼 널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러 방제 

기술이 페로몬을 이용하여 개발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교미 교

란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실제로 해충 방제에 접목되어 상용화

되어 있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주로 산림해충

(Jones et al., 2009)과 침입해충(Sharov et al., 2002) 대상으로 

하지만 또한 살충제저항성으로 화학방제가 불가능한 해충에 

대해서도 교미교란제 방제처리는 유효하다.

교미교란을 이용한 해충 방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

면 산림해충인 짚시나방(Lymantria dispar)에 대해서 Babson 

(1963)과 Wright (1963)는 합성페로몬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실제로 야외에서 실현된 

최초의 사례는 밤나방과 해충인 배추자벌레(Trichoplusia ni) 

방제에 합성페로몬이 투여되었다(Gaston et al., 1967; Shorey 

et al., 1967).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미교란 처리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상용화되어 다양한 해충에 적용되

고 있다(Witzgall et al., 2010). 이 기술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

해 야외조건에서 암수가 만나는 통신 작용을 합성 교미교란제

가 교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Miller et al., 2006a; Miller 

and Gut, 2015).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교미교란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페로몬 제형(Minks and Cardé, 1988; Gut et al., 2004),

페로몬 방출방법(Bartell, 1982; Carde and Minks, 1995) 및 대

상 해충의 생물적 특징(Gut et al., 2004; Carde and Minks, 

1995)이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교미교란제의 기작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미교란 기술이 야외 조건에서 방제 효율에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방제 기술의 적용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여러 해충방제 기술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교미교란 방제 기술이 해충종합방제 기술

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6.1. 교미교란 원리

합성 페로몬의 개발과 더불어 진행된 교미교란제에 대한 원

리 연구는 초창기 여러 가설들로부터 시작된다. 이 가운데 눈여

겨볼 가설은 Shorey (1977)가 제창한 세 가지 교미교란 기작이

다. 정리하면 첫째로 감각기 적응화로서 수컷 촉각에 있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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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에서 일어나는 둔감화이다. 둘째로 중추신경계의 습관

화 그리고 셋째로 암컷이 분비하는 페로몬과 합성페로몬 사이

의 경쟁에 따른 오류정보 야기로 요약된다. 반면에 Bartell 

(1982)은 네 가지의 교미교란 기작 가설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신경계 교란으로 앞에서 Shorey 가설의 감각기 적응화 및 중추

신경계 습관화를 포괄하는 기작이다. 둘째로 Shorey의 세 번째 

기작인 오류정보 야기에서 비롯된 추적오류이다. 이에 따라 수

컷은 암컷이 분비하는 페로몬 연무를 따르지 않고 합성페로몬

의 연무를 따라 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위장기작으로서 다

량의 합성페로몬에 의해 펼쳐진 성페로몬 바탕 위에 암컷의 성

페로몬 연무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추적 자체마저

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넷째로 복합 성페로몬 

성분을 가진 종의 경우 일정 성분만 합성 페로몬으로 다량 전개

시키면 신호불균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행동오류로 이어진

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가설에 바탕으로 두고 최근의 교미교란 기작 원

리는 크게 경쟁적과 비경쟁적 기작으로 대별된다(Barclay and 

Judd, 1995; Miller et al., 2006a; Miller and Gut, 2015). 경쟁적 

기작은 암컷의 성페로몬과 합성 성페로몬 사이의 화합물 경쟁

으로 수컷이 추적오류를 실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적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전개되는 합성페로몬 양을 증가시킬 경우 교미교

란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면서 절대로 

100% 교미교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역으로 대상 암컷의 

밀도가 전개된 교미교란제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면 교

미교란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Byers, 2007). 이러한 경쟁적 기

작에 의한 교미교란 기작이 여러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과거

의 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뒷받침되고 있다(Miller et 

al., 2006b). 비경쟁적 기작은 대상 집단의 밀도와는 무관하게 

교미교란 효과가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된다. 앞에서 기술한 위장

기작이 교미교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수컷 유인행

동이 교미교란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궁극적으로 

100% 교미교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최적의 교미교란제

는 자연계 암컷의 성분과 거의 동일한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6.1.1. 추적오류 비행

추적오류 비행은 합성페로몬과 암컷 성페로몬 사이에 경쟁

적 기작의 일환으로 교미교란제가 처리된 포장에서 수컷이 합

성페로몬 방출기에 실제로 유인되고 그곳에 안착한다면 추적

오류 비행을 증명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Cardé et al. (1998)은 야외 목화밭에 풍동장치를 설치하고 목화

다래나방 수컷이 합성페로몬 방출기에 유인되어 오는 것을 동

영상으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추적오류 비행은 사과를 가해하

는 잎말이나방류(Stelinski et al., 2004a)와 통나방류(Coleo-

phora deauratella) (Evenden et al., 2010)에서도 관찰되었다. 

특히 유리나방류(Synanthedon exitiosa)의 경우 교미교란제가 

처리된 지역에서 합성페로몬 방출기에 유인된 수컷이 무처리 

지역에서 동일한 방출기에 유인된 수컷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머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유인되어 머무는 기간

을 “정지력(retentiveness)”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교미교란

제 처리 농도에 비례해서 짧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Teixeira 

et al., 2010). 

또 다른 측면에서 추적오류 비행을 증명하는 실험은 불완전

한 교미교란제 조성 또는 항유인제를 담은 교미교란제와 분석 

대상 교미교란제와의 비교 실험에서, 분석 대상 교미교란제의 

교미교란 효과가 우수하면 이러한 교미교란이 추적오류 비행

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이러한 비교 

실험에서 전체적 교미교란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를 잎말이나방류(Planotortrix octo)에서 

살펴보면 분석 대상 교미교란제와 항유인제가 담긴 불완전한 

조성을 지닌 교미교란제를 비교한 결과 유사한 교미교란 효과

가 나타나 이 곤충의 경우 추적오류 비행이 교미교란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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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Suckling and Burnip, 1996). 이러한 

현상은 감자나방류(Tecia solanivora)에서도 나타났다(Mc-

Cormick et al., 2012). 콩나방류(Cydia nigricana)의 경우 교미

교란제를 처리한 후 약 2일간은 추적오류 비행이 일어나지만 

이후에는 성분((E,E)-8,10-dodecadienyl acetate)의 이성체의 

전환으로 오히려 개체들의 분산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어 추적

오류 비행을 따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교미교란 효과를 

주었다(Bengtsson et al., 1994; Witzgall et al., 1996). 흥미로운 

결과는 네 가지의 성페로몬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잎말이나방류

(Choritoneura rasaceana)의 경우 지역적으로 교미교란 효과

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유인력이 높은 네 가지 성분 교미교

란제와 비교하여 유인력이 낮은 두 가지 성분의 교미교란제 또

는 상이한 농도로 동일한 교미교란제를 처리하여도 유사한 교

미교란 효과를 주었다(Evenden et al., 1999a,b). 또한 교미교란

제 설치 농도에 따라 비례하여 교미교란가 증가하는 효과를 주

어 이들 집단에서 암컷이 분비하는 성페로몬과의 경쟁적 교미

교란 효과를 주어 추적오류 비행이 주된 교미교란 기작으로 작

용하였다(Miller et al., 2006b).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미뤄 볼 

때 교미교란 효과는 대상 곤충의 밀도, 이들 집단적 차이, 교미

교란제 제형, 방출속도 및 환경요인에 따라 차등을 보일 수 있다.

6.1.2. 위장연무

위장연무는 합성페로몬 방출에 따라 형성된 연무에 의해 암

컷이 형성하는 페로몬 연무가 가리워지는 현상으로 비경쟁적 

교미교란 기작이다(Cardé, 1990). 따라서 위장연무에 따라 나

타나는 교미교란의 효율성은 교미교란제 처리의 배경 연무가 

얼마나 일정하게 처리 지역에 분포하는 지와 암컷 성페로몬 방

출 속도 대비 교미교란제 성페로몬 처리 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

게 된다(Cardé, 2007). 최적의 위장연무는 암컷 성페로몬과 가

장 가까운 페로몬 조성으로 제조된 교미교란제로서 수컷의 유

인행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Miller et al., 2006a). 그러나 

실제로 수컷이 합성페로몬에 의해 형성된 연무 쪽으로 유인행

동이 있을 수 있고, 이 연무에 머물게 하여 암컷에 의해 형성된 

연무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위장연무의 기능이 될 수 있다. 실

제로 목화다래나방의 경우 야외에서 제작된 풍동장치에서 모

니터링 트랩을 교미교란제 처리 말단부위에 놓을 경우 전혀 포

획이 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처리지역에서 바람의 방향과 다른 

쪽에 설치한 모니터링 트랩에서는 포획이 있어 실제로 위장연

무가 교미교란 기작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Cardé 

et al., 1998). 

위장연무에 따른 교미교란 기작을 밝히는 또 다른 실험적 방

법은 모니터링 트랩의 성페로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

서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에서 낮은 농도의 성페로몬 유인제를 

갖는 모니터링 트랩에 비해 높은 농도의 유인제를 지닌 모니터

링 트랩의 포획 능력이 높아진다면 이 곤충에 대한 교미교란 능

력은 위장연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Doane and Brooks, 

1981). 실제로 짚시나방의 경우 disparlure를 3,000평 당 5g 정

도로 낮게 처리하고 모니터링 트랩에 그에 상응한 낮은 농도의 

유인제로 포획하는 경우 무처리 대비 95%의 포획률 저하를 나

타내는 반면, 모니터링 유인제의 농도를 높일 경우 무처리 대비 

불과 27%의 포획률 저하만 일으켜서 위장연무에 의한 교미교

란 기작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Schwalbe and Mastro, 1988).

위장연막 효과에 의한 교미교란은 방출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데 비교적 마이크로캡슐 방출기를 통한 교미교란제 처

리가 보다 효과적이다. 이는 처리 지역에 일정하게 위장연막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보는 데 이러한 예로서 잎말이나방류(Cho-

ristoneura rasaceana) 방제에서 볼 수 있다(Judd et al., 2005a). 

이 나방과 성페로몬 조성이 유사한 또 다른 잎말이나방류

(Pandemis limitata)와 동시 교미교란을 시키기 위해 공통된 주

성분을 마이크로캡슐로 제형화하고 분무하였다. 풍동장치로 

분석한 결과 수컷의 유인행동은 없이 효과적 교미교란을 일으

켜 주된 기작이 위장연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1.3. 신경계 교란

방출된 페로몬에 대한 수컷의 전기생리적 반응은 촉각 감각

기에서의 페로몬 성분에 대한 적응화와 중추신경계의 신호처리

에 있어서 습관화로 구분될 수 있다(Cardé, 2007). 이들 두 단계

의 신호처리는 페로몬을 감지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된 과정으

로서 말초신경계의 적응화 및 중추신경계의 습관화는 수컷으로 

하여금 암컷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감각 수준을 높이는 둔

감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서 

일정 농도로 노출된 수컷에 대해서 촉각전도도 반응 또는 풍동

행동 반응을 통해 전기생리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페로

몬에 미리 노출된 수컷은 완전히 반응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각 

수준의 역치를 높여 유사한 또는 낮은 페로몬 신호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높은 농도의 페로몬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실제로, 알몬드나방류(Cadra cautella)는 풍동장치에서 

미리 여러 농도의 성페로몬에 노출된 후 낮은 농도의 성페로몬

(대략 암컷 성페로몬 농도)을 처리하면 반응하지 않다가 높은 농

도로 처리하면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Mafra-Neto 

and Baker, 1996). 이를 전기촉각전도도 분석으로 촉각 감각기

에서 반응성을 측정한 결과 미리 페로몬에 노출된 수컷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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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신경자극을 만들지 않고, 높은 농도로 처리하면 자극을 

만들어 이러한 경우는 분명히 감각기에서 역치를 올려서 반응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Mori and Evenden, 2014).

교미교란제가 처리된 야외 조건에서는 페로몬의 노출 농도

가 전기생리적 반응을 보이기에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Rumbo and Vickers, 1997; Stelinski et al., 2003a). 그러나 교

미교란 처리 농도에 따른 신경생리적 적응화와 교미교란 효과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성이 보이고 있다. 특별히 말초신경계인 

감각기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적응화가 되면 중추신경계의 습

관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초신경계 장기적

응화가 잘 일어나는 곤충의 경우는 오히려 교미교란효과가 떨

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곤충으로서 코드린나방

(Judd et al., 2005b; Stelinski et al., 2005b), 잎말이나방류인 

Choristoneura fumiferana (Stelinski et al., 2003b)와 Pandemis 

pyrussana (Stelinski et al., 2005b)는 교미교란제의 효과가 비

교적 낮다. 반면에 장기적응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복숭아순나

방(Grapholita molesta)과 잎말이나방류(Argyrotaenia veluti-

nana) (Stelinski et al., 2003b)는 비교적 교미교란 효과가 높다. 

중추신경계의 습관화가 일어나는 곤충은 잎말이나방류(C. 

fumiferana)에서 관찰되었는 데 마이크로캡슐 제형으로 약 8 

pg/cm/min 방출하여 주면 감각기에서는 적응화가 일어나지 않

지만 약 1 시간 동안은 암컷에 대한 유인행동이 감소하게 되어 

중추신경계의 습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였다(Wins-Purdy 

et al., 2008).

실내에서 페로몬 노출에 의해 신경생리적 변화가 야외에서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의 개체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지

를 분석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야외 환경에서는 처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기 중의 페로몬 농도가 높지 않아 신경계 변화

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잎말이나방류(Lobesia botrana)의 

경우 실내에서 0.3 mg/h의 방출속도로 3시간 또는 8시간 미리 

노출시키면 촉각 적응화가 일어나고 이 개체를 야외에 두면 암

컷에 대한 유인행동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5 m2 당 1개

의 교미교란제를 처리한 야외 지역에 8 시간 동안 수컷을 방치

하고 다시 이 개체를 무처리 지역에 옮겨 놓으면 성페로몬에 대

한 반응성이 낮아지지 않았다(Schmitz et al., 1997). 유사한 결

과가 코드린나방에서도 나타나서 시간당 20μg으로 방출하는 

1,000개의 로프형 방출기를 설치한 지역에 수컷을 미리 노출시

킨 후 무처리 지역으로 옮긴 경우 암컷에 대한 반응성이 줄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야외조건에서 교미교란제 처리에 따라 

신경생리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방출지

점에 근접해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udd et 

al., 2005b). 

6.1.4. 감각 불균형

불완전한 성페로몬 조성 또는 단일 성페로몬 성분만으로 교

미교란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교미교란 기작을 감각 불균형

이라 한다. 즉, 불완전한 페로몬 성분들이 암컷이 만들어내는 

완전한 성페로몬과 혼합되었을 경우 수컷 촉각에서 정확한 성

페로몬 감지신호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연구

자들에게 관심을 준 교미교란 기작이었다(Bartell, 1982; Flint 

and Merkle, 1983). 실제로 야외 조건에서 불완전한 성페로몬 

조성으로 교미교란을 일으킨 사례가 목화다래나방에서 관찰되

었다(Flint and Merkle, 1984). 유인제인 gossyplure는 두 이성

체인 (Z,Z)-7,11-hexadecadienyl acetate와 (Z,E)-7,11-hexa-

decadienyl acetate가 1:1로 존재하나, (Z,Z) 이성체만 처리한 

결과 교미교란 효과가 일어났다. 흥미롭게도 처리지역의 수컷

은 두 이성체가 9:1로 조성된 모니터링 트랩에 유인되어 이들

의 반응성이 한 쪽 이성체로 적응되어 신경생리적 습관화가 일

어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사한 결과가 귤굴나방류(Phyllo-

cnistis citrella)에서도 관찰되었다. 이 곤충은 (Z,Z,E)-7,11,13- 

hexadecatrienal과 (Z,Z)-7,11-hexadecadienal이 3:1로 구성된 

성페로몬을 이용하는 데 이중결합이 3 개를 지닌 성분(Z,Z,E)

만 처리한 결과 교미교란 효과가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는 수컷

이 촉각에서 감각 불균형이 일어나 정확히 암컷의 성페로몬 성

분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Lapointe et al., 2009).

6.1.5. 페로몬 반응 시간대 이동

또 다른 교미교란 기작으로 상시 노출된 교미교란제에 의해 

수컷의 성페로몬 반응 시간대가 이동하여 실제 암컷이 성페로

몬을 방출하는 시간과 어긋나게 하여 성페로몬 통신을 교란하

게 하는 방식이다(Cardé and Minks, 1995). 목화다래나방의 경

우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의 수컷이 무처리 지역보다 2 ~ 3시간 

정도 빨리 페로몬 반응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rdé et 

al., 1998).

6.1.6. 암컷 행동 변화

일부 알려진 암컷의 경우는 자신이 생성하여 방출하는 성페

로몬을 감지하는 경우가 있다(den Otter et al., 1978). 이럴 경우 

교미교란제는 암컷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생리학적 연

구에 따르면 암컷의 성페로몬 감지 능력은 잎말이나방과(Tro-

tricidae), 밤나방과(Noctuidae), 집나방과(Yponomeutidae), 유

리나방과(Sesiidae), 밤나방류(Erebidae), 뿔나방아과(Arctii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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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기감지능력은 종내 통신신호로서 

분산(Sanders, 1987; DeLury et al., 2005), 산란(Gökçe et al., 

2007), 집합(Birch, 1977), 교미(Kuhns et al., 2012), 유인(Weis-

sling and Knight, 1996; Stelinski et al., 2006; Gökçe et al., 

2007) 등의 행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암컷의 반응은 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데 순나방

류(Choristoneura fumiferana) 암컷의 경우 성페로몬 노출은 비

행활동을 증가시킨 반면(Sanders, 1987), 잎말이나방류(Pan-

demis limitata)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하되었다(DeLury et al., 

2005). 일부 잎말이나방류에서는 성페로몬에 처리된 암컷의 성

페로몬 방출시간대가 빨라지거나(Palaniswamy and Seabrook, 

1985; Stelinski et al., 2006) 또는 느려졌다(Gökçe et al., 2007). 

이러한 암컷의 유인행동 시간대 변화는 암수의 교미시간대를 엇

갈리게 하여 교미교란 효과를 줄 수 있다. 일부 곤충은 페로몬에 

노출된 암컷의 산란력이 떨어졌다(Gökçe et al., 2007). 또한 잎

말이나방류(Lobesia botrana)의 경우에는 성페로몬에 노출된 

암컷이 유인행동 기간이 짧아지기도 한다(Harari et al., 2015).

6.1.7. 교미지연

교미교란에 따른 암컷의 생리적 교란은 교미 적기 타이밍을 

늦추어 차세대 생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교미교란제 처리 

후 교미를 직접 억제하지 않고 지연만 시키게 된 경우 차세대 

집단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이 집단 모델링으로 추정되었다

(Barclay and Judd, 1995). 실제로 나방 24종에 대해서 교미지

연이 성충 수명을 증가시키지만 실제적 산란 기간을 줄여 궁극

적으로 산란력과 생식력을 감소시켰다(Mori and Evenden, 2013).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의 경우 교미교란 처리에 따라 

교미지연이 2일 정도 일어나면 생식력이 40% 가량 감소하였다

(Knight, 1997). 반면에 교미교란제로 방제가 어려운 Chori-

stoneura rosaceana 잎말이나방의 경우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교미지연이 일어나야 집단감소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미지연

은 집단의 적응도를 낮추어 교미교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2. 교미교란 적용기술

성페로몬 조성에 따라 교미교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동일한 교미교란제의 성페로몬 조성이라도 제형에 따라 교미

교란 기작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숭아순나방의 경우 

낮은 농도로 발산하는 방출기의 경우 추적오류 비행의 교미교

란 기작을 나타내지만, 높은 농도로 방출하는 경우 비경쟁적 교

미교란 기작이 작동할 수 있다(Reinke et al., 2014).

6.2.1. 교미교란제 제형화

교미교란제 제형화의 궁극적 목적은 페로몬 성분을 자외선

과 산화로부터 보호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유효성분을 방출하

게 하는 데 있다(Heuskin et al., 2011). 이러한 방출속도는 방출

기 제형의 매질에 따라 페로몬 성분이 표면으로 빠져나오는 양

과 빠져나온 성분이 기화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방

출기 매질 형태, 이곳에 내재하는 페로몬의 분포 그리고 방출기 

형태 및 크기에 따라 방출 속도는 달라진다(Heuskin et al., 

2011). 방출기로부터 이탈된 페로몬 성분은 자신의 화학적 성

질 및 환경 조건에 따라 공기 중 이동 속도가 결정되게 된다(Gut 

et al., 2004). 대부분의 방출기 제형은 대기 온도가 높아짐에 따

라 방출 속도가 증가하기에 주로 밤 보다는 교미가 일어나지 않

는 낮에 페로몬이 주로 방출된다(Witzgall et al., 2010). 교미교

란 제형은 여러 조건에 맞추어 다양화된다. 아래에 다양한 방출

기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서 방제 대상 해충에 따른 다양한 제

형화 기술을 소개한다.

6.2.1.1. 저장형 방출기

저장형 방출기는 교미교란제 페로몬을 고체 매질(플라스틱 

또는 합성 폴리머)에 저장하면서 시간당 ㎍ 분량으로 방출한다

(McDonough et al., 1992; Heuskin et al., 2011). 가장 이상적 

방출기는 노출 시기에 무관하게 일정한 양으로 방출하는 것이

지만, 대부분의 방출기는 그렇지 못하다. 폴리에틸렌 재질의 경

우 야외 설치한 초기 3 주 동안 비교적 많은 양이 방출되고 이후 

방출 속도가 느려진다(McDonough et al., 1992). PVC 재질의 

경우는 집적한 페로몬 양에 따라 비례하여 방출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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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k et al., 2008). 

방출기 특성의 또 다른 변수로 방출된 페로몬이 처리 지역에

서 분포하는 범위이다. 저장형 방출기의 경우는 야외 전기촉각

전도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교적 지점 마다 균등히 분포하

지 않고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Karg and Suckling, 1997).

저장형 방출기는 3,000평 당 250 ~ 1,000개를 직접 손으로 

설치하기에 노동력이 요구된다(Gut et al., 2004).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이중방출기를 제작하여 하나의 방출기에 두 종의 해충

을 방제하거나(Judd and Gardiner, 2004; Il'ichev et al., 2007), 

방출기 재질을 자연 분해되게 하여 수거하는 노동력을 줄이려

는 기술이 개발되었다(Anfora et al., 2008).

저장형 방출기는 다량의 페로몬을 방출하기에 자연계 암컷

이 발산하는 페로몬과 경쟁적으로 교미교란을 유도하기 보다

는 주로 위장연무 또는 신경생리계 교란으로 교미교란을 일으

키게 된다(Cardé, 2007).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적오류 비행도 

목격되었다(Stelinski et al., 2004a; Mori and Evenden, 2014). 

6.2.1.2. 암컷동량 방출기

다량의 페로몬을 방출하는 저장형 방출기에 비해 암컷동량 

방출기(female-equivalent dispenser)는 암컷과 유사한 양으로 

페로몬을 방출하는 형태로 수컷의 유인 효과를 증가시키려 제

작되었다(Sanders, 1997). 이는 박편 또는 대롱 형태의 방출기

로서 방제 대상 지역에서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다수(3,000평 

당 10,000개)로 배치된다. 더욱이 살포 방식으로 설치되기에 

노동력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아 넓은 면적의 산림 해충 방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Sharov et al., 2002; Rhainds et al., 2012). 실제

로 박편 형태의 방출기로 짚시나방 방제에 처리되었으며 높은 

교미교란 방제 효과를 주었다(Thorpe et al., 2007a).

암컷동량 방출기는 추적오류 비행에 따른 경쟁적 교미교란 

기작을 유발한다(Stelinski et al., 2008a). 개별 방출기는 방출량

이 낮아 비경쟁적 교란 기작인 신경생리계 교란 또는 위장연막

을 유발하기 어렵다.

6.2.1.3. 왁스형 방출기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분무 형태의 방출기를 개발하면서 

아울러 매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재질을 갖추기 위해 개발

된 것이 파라핀 왁스형 방출기이다(Atterholt et al., 1998). 소량

으로 분무되는 경우 왁스형 방출기는 암컷동량 방출기와 유사

하다. Stelinski et al. (2007a)은 왁스형 방출기의 유효기간을 조

절하기 위해 방출기를 다양한 크기로 제조할 수 있는 자동 왁스

분무기를 개발하여 야외 처리하였다. 

다양한 해충 방제에 이 왁스형 방출기가 적용되었다. 여러 

잎말이나방류에 적용된 왁스형방출기는 방출기에 집적된 페로

몬 양에 비례하여 방출되는 특성을 보였다. 긴 사슬형태의 성페

로몬을 함유하고 있는 굴파리의 경우 1 g의 크기로 처리된 경우 

야외 조건에서 살포 후 첫 주에는 매일 70 ㎍으로 방출되다가 

이후 15일간 매일 6.4 ㎍으로 일정하게 방출되어 전체 해충 발

생기간 동안 단 2회의 살포로 교미교란 방제 효과를 주었다

(Stelinski et al., 2005c). 여기에 낮에 활동하는 곤충의 경우는 

페로몬의 화학적 성분뿐만 아니라 색깔에도 민감하기에 왁스

형 방출기에 색소를 투입하는 시도가 유리나방류(Synanthedon 

myopaeformis)에 적용되어 일반적 회색 보다는 검정색 색소를 

투입하여 방제 효과를 높였다(Kwon, 2014).

왁스형 방출기는 제조된 크기 및 함유된 페로몬 양에 따라 

다른 교미교란 기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체로 적은 양으로 

방출되기에 위장연막이 어렵고 추적오류 비행을 유발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왁스형 방출기에 유인되어 오는 수컷을 

목격하면서 추적오류 비행이 주요한 교미교란 기작이라는 것

을 뒷받침하였다(Stelinski et al., 2005c). 반면에 굴파리의 경우

에는 왁스형 방출기에 유인되지 않고 교미교란 되기에 비경쟁

적 교미교란 기작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telinski et 

al., 2010).

6.2.1.4. 마이크로캡슐 방출기

교미교란용 성페로몬 성분을 폴리머 재질을 이용하여 미세

한 크기로 제형화시켜 마치 일반 화학농약처럼 분무용 살포기

에 넣고 처리하도록 제작된 것이 마이크로캡슐 방출기이다. 실

제로 살균제 또는 다른 생물농약과 함께 분무기에 혼합하여 처

리할 수 있기에 교미교란제 처리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 없

어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수백 만 개의 마이크

로캡슐 제형이 처리 지역 ha 당 살포되기에 비교적 균일한 교미

교란제 성분이 처리지역에 분포하게 된다(Carde, 2007). 이에 

따라 산림, 과수 및 포도 재배지역에 마이크로캡슐 방출기가 처

리되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캡슐을 살포한 후 빗물에 씻겨 소실

되거나 또는 광분해에 의해 유효성분의 변질로 인해 짧은 유효 

기간(2 ~ 4주)을 갖는 것이 최대 단점이다(Waldstein and Gut, 

200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착제가 추가되었고, 이 가운

데 라텍스 전착제가 송진 또는 비닐폴리머 전착제에 비해 마이

크로캡슐 방출기의 잔효 기간을 늘리는 데 유효하였다(Knight 

et al., 2004).

마이크로캡슐 방출기는 일반 성페로몬이 만드는 특정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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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연무 보다는 균일하게 넓게 분포하는 냄새구름을 형성

하기에 위장연막 또는 신경생리계 교란과 같은 비경쟁적 교미

교란 기작을 유발할 것으로 여겨진다(Miller et al., 2006a). 따

라서 단일 또는 일부 성페로몬만 마이크로캡슐 방출기를 통해 

방출하여도 교미교란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Polavarapu et al., 

2001; Stelinski et al., 2007b). 초기에 다량의 교미교란제가 방

출되기에 약 1주일 후에는 마이크로캡슐 방출기로 수컷이 찾아

오는 추적오류 비행도 야외 풍동장치를 통해 관찰되었다

(Stelinski et al., 2005a).

6.2.1.5. 에어로졸 방출기

만약 방출되는 페로몬의 양이 다량(분당 40 ~ 640 ㎍)이면 

방출기 간격을 200 ~ 400 m 정도로 넓혀도 교미교란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Farkas et al., 1974). 기존의 방출기가 실

제 교미가 일어나지 않는 시각에도 방출이 되기에 소모성 방출

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가스통을 이용한 에어로졸 

방출기를 개발하였다(Shorey et al., 1996; Baker et al., 1997; 

Isaacs et al., 1999). 이러한 방출기의 이점은 방출 시간과 양을 

조절할 수 있어 교미가 일어나지 않는 기간에는 방출하지 않게 

하며, 또 밀폐 용기에 들어 있기에 낮 기간 빛에 의한 광분해도 

막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빛과 온도 센서를 추가하여 이러한 

방출 조절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비록 비싼 가격이지만, 소

수(3,000평 크기에 1 ~ 10개)로 처리하기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수로 처리되기에 배치 장소도 중요하여 

Shorey et al. (1996)은 에어로졸 방출기를 과원 주변으로 배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경제성 분석 결과

는 코드린나방을 방제하기 위해 일반 농약 살포보다 에어로졸 

방출기를 이용한 교미교란제 처리가 3,000평당 352달러의 비

용 절감 효과를 준는 것으로 나타났다(Elkins et al., 2005).

소수로 처리되는 에어로졸 방출기는 방출량은 물론이고 앞

에서 이야기했듯이 설치 위치가 중요하다. 교미교란을 일으키

는 효과적 방출량은 3,000평 크기의 재배지에 하루에 불과 0.9 

mg이면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약 254 mg 까지 방출해야만 

교미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매우 다양하였다(Shorey 

and Gerber, 1996). 이러한 방출량의 차이는 처리 재배지의 크

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방출기를 과원 

주변으로 배치하기에 넓은 지역의 경우는 이에 따라 방출량이 

커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에어로졸 방출기는 재배지 

주변에 배치하여 방출하는 경우 특별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나는 데, 오히려 내부에 배치하는 경우 특별히 크랜베리 과원의 

경우는 교미교란 효과의 저하로 과실 피해를 주었다(Fadamiro 

et al., 1998). 야외 과수원에서 주변에 설치된 단일 에어로졸 방

출기로 성페로몬을 방사한 경우 5 ~ 40 m 아래 지역에서도 야

외 전기촉각전도도로 검출할 수 있었다(Suckling et al., 2007). 

비교적 다량으로 방출되기에 에어로졸 방출기를 제거한 후 다

음 날에도 교미교란제 효과가 84%가량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에어로졸에서 주기적으로 방출하는 것이 처리 재

배지에서 교미교란제의 일정 수준을 유지시켜 주기에 방제 효

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Baker and Heath, 2005).

에어로졸 방출기를 이용하여 방출되는 높은 농도의 교미교란

제는 비경쟁적 교미교란 효과를 일으켜 신경생리계 교란 또는 위

장연막을 통해 암컷 성페로몬 신호를 감지 못하게 하는 교미교란 

기작으로 이해된다(Carde, 2007). 그러나 방출기로부터 멀리 떨

어져 위치한 수컷의 경우는 추적오류 비행이 일어날 수 있다. 비

교적 소수 방출기로 다량으로 처리되기에 교미교란제 조성이 성

페로몬 조성과 유사할수록 교미교란 효과를 높이게 된다.

6.2.1.6. 기타 방출기 형태

새로운 형태의 방출기는 수컷의 페로몬에 대한 감각 생리를 

이용하여 고안된다. 특히 성페로몬이 암컷에서 방출될 때 나타

나는 페로몬 연무는 여러 냄새줄기로 구성된다. 따라서 하나의 

방출기가 넓은 범위로 교미교란제를 방출할 경우는 소수의 방

출기 적용으로도 효과적 방제가 가능하다(Baker and Heath, 

2005). 

또 다른 개념의 방출기로서 이동방출기가 고안되어 도시지

역에서 침입해충 방제에 적용한다(Suckling et al., 2011). 예를 

들어, 사과잎말이나방류(light-brown apple moth) 방제를 위해 

이 해충에 대한 교미교란제를 마이크로캡슐 방출기 형태로 제

조하고 이를 지중해과실파리의 불임 수컷에 부착시켜 3,000평

당 1,000마리 규모로 방사시킨 결과 처리 지역에 일정 기간 교

미교란 효과를 나타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교미교란제에 정전

기 유발 물질을 혼합하여 대상 해충의 수컷에 처리하면 정전기

적 성질에 의해 교미교란제를 곤충 표피층에 부착시키게 된다. 

이때 처리된 수컷 자신은 신경계 둔감화를 통해 야외 암컷 성페

로몬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져 암컷 유인물질과 독립적으로 비

행하게 된다. 이때 해당 지역의 야외 수컷들은 이러한 이동형 

방출물질에 의해 암컷에 정확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 

교미가 이뤄지지 못한다. 교미교란제를 수컷에 처리하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야외에 이들 교미교란제 물질을 미끼

로 두면, 야외 수컷이 교미교란제에 유인되어 자신의 몸에 교미

교란제를 부착하게 되고 다시 정적기적 성질에 의해 몸에 부착

된다. 이 수컷은 다시 성페로몬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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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로 비행하면서 해당 지역에 교미교란효과를 주는 자동 이

동방출기가 된다(Baxter et al., 2008).

6.2.2. 교미교란제 제조 기술

6.2.2.1. 교미교란제 성페로몬 조성과 교미교란 효과

최적의 교미교란 효과는 암컷 성페로몬 성분과 동일한 조성

으로 제조된 제형이 될 것이다. 이는 암컷 성페로몬과 야외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수컷의 추적오류 비행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곤충의 경우는 부분적 성페로몬 성분만으로

도 교미교란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두 성분으로 구성

된 성페로몬의 경우 두 성분 모두 전체 성페로몬 구성에서 적어

도 20% 이상을 차지할 때 하나의 성분만을 방출하였을 때에도 

높은 교미교란효과를 주었다. 예를 들어, 귤잎말이나방류는 

(Z,Z,E)-7,11,13-hexadecatrienal과 (Z,Z)-7,11-hexadecadienal 

성페로몬 성분들이 3:1로 구성되지만 두 성분 모두 또는 하나

의 성분만 처리하여 교미교란효과가 유발되었다(Stelinski et 

al., 2008b; Lapointe et al., 2009). 이는 비경쟁적 교미교란 기작

으로서 감각불균형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비완전

한 성페로몬 조성으로 교미교란을 유발하는 경우는 또한 전체 

성페로몬 성분 가운데 어느 특정 성분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

지해도 효과적이다(Evenden et al., 1999c). 

성페로몬 조성이 유사한 두 종의 경우 하나의 교미교란제 성

분으로 두 종을 동시에 교미교란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

도 암컷의 성페로몬 조성과 일치하지 않아도 교미교란이 이뤄

지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잎말이나방류의 경우 많은 종이 

(Z)-11-tetradecenyl acetate를 성페로몬 성분에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을 위주로 교미교란제를 여러 제형으로 제조하여 처리

한 결과 제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두는 교미교란 효과를 주었

다(Deland et al., 1994; Evenden et al., 1999a,c; Judd et al., 2005a). 

국내 사과 및 여러 핵과류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Grapholita dimorpha)의 경우에도 (Z)-8- 

dodecenyl acetate와 (E)-8-dodecenyl acetate를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분적 성페로몬 조성을 가진 교미교

란제를 처리한 경우에 두 종 모두에게 90% 이상의 교미교란 효

과 및 신초피해 감소 효과를 주었다(Kim et al., 2018). 암컷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교미교란제에 비해 이러한 불완전한 조성

의 성페로몬 성분을 가진 교미교란제가 교미교란 효율은 떨어

지는 것으로 미뤄 경쟁적 교미교란 기작에 의해 교미교란 효과

를 주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형의 효과는 이러한 교미

교란 기작에 영향을 주어 마이크로캡슐로 방출하는 경우에 비

경쟁적 교미교란 기작인 신경생리계 교란 효과도 기대된다

(Judd et al., 2005a; Wins-Purdy et al., 2008).

6.2.2.2. 성페로몬 화학적 특성과 교미교란제 지속 기간

나방류의 경우 18 ~ 21개의 탄소 골격을 갖는 성페로몬 성분

들이 2 ~ 7개 모여 전체적 성페로몬을 구성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긴 사슬의 성페로몬 성분이 야외 조건에서 비교적 오랜 교미

교란효과를 주게 된다(Gut et al., 2004). 이러한 이유는 방출기

로부터 방출된 교미교란제가 식물체 표면에 흡착되고 여기서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관능기의 산화 정도가 높을수록 

식물체 표면에서 지탱 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산림해충인 

Orgyia pseudotsugata의 경우 21개 길이의 탄소수를 갖는 성페

로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미교란제를 PVC 입자형 제형으로 

3,000평당 72g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교미교란 효과는 연중 지

속되는 장기간의 교미교란 효과를 나타냈다(Gray and Hulime, 

1995). 이는 방출된 교미교란제가 식물체 표면에서 화학적으

로 높은 안정성 덕택으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여기서 다시 이

차방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산림해충인 짚시나방의 

경우에도 19개 탄소골격 (Z)-7,8-epoxy-2-methyloctadecane의 

성페로몬 조성을 박편 제형으로 3,000평당 37.5 g의 농도로 살

포한 경우에 지속 기간이 2년간 유지되었다(Thorpe et al., 2007b).

6.2.2.3. 교미신호 억제제

성페로몬 성분 가운데 일부는 유사종 사이에 교미를 억제하려

는 항신호물질(antagonistic semiochemical)이 포함된다(Evenden 

et al., 1999b). 이들 억제물질은 단독으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

고 성페로몬 성분과 함께 포함되어 작용하는 데 콩나방류(Cydia 

nigricana)에서 보듯이 이 항신호물질이 처리 지역에서 해당 곤

충을 몰아내는 효과를 주었다(Bengtsson et al., 1994).

잎말이나방류인 Choritoneura rosaceana와 Pandemis 

limitata는 동일한 과원에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성페로몬 조성

에서 Z11-14:Ac를 공유하고 있으나, 미량성분인 Z9-14:Ac는 

P. limitata에서 존재하고 C. rosaceana에게 항신호물질로 작

용하게 된다(Evenden et al., 1999c). 이때 Z9-14:Ac 단독 처리

는 두 곤충의 종내 교미신호를 교란하지 못하지만, 종간 교미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enden et al., 1999b). 

6.2.2.4. 페로몬 유사체

자연계 성페로몬과 유사한 화학구조로 합성되어 교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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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하는 것을 페로몬 유사체(pheromone analog)로 부른다

(Renou and Guerrero, 2000). 이들은 일반적으로 합성이 용이

하여 낮은 생산비용 효과가 있으며 야외에 처리될 경우 화학적

으로 안정하여 지속력이 증가되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주로 관

능기 구조가 알데하이드를 갖는 성페로몬 성분에 대해서 개발

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화학 구조의 높은 합성비와 화학적 불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알데하이드 성

페로몬(Z11-16:Al)을 갖는 Helithis virescens와 Helicoverpa 

zea의 경우에 개미산류인 Z-9-tetradecen-1-ol formate를 처리

하였을 때 이들 두 종의 교미교란을 유발하였다(Mitchell et al., 

1975). 또 다른 예로서 Amyelois transitella 방제에 이 곤충의 

성페로몬인 (Z,Z)-11,13-hexadecadienal 대신에 개미산류인 

(Z,Z)-9,11-tetradecadien-1-ol formate를 처리하였을 때에도 

교미교란 효과가 유발되었다(Landolt et al., 1982). 또 다른 예

는 사슬길이를 연장하여 교미교란제의 잔효성을 높인 유사체

의 경우로 구아바나방으로 불리는 Coscinoptcha improbana의 

경우로서 야외에 처리되었을 때 470일 동안 교미교란 효과가 

유지되었다(Suckling et al., 2013). 이 유사체는 국내에 발생하

는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kii)의 성페로몬과도 유사하

여 유사한 교미교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2.2.5. 페로몬과 식물휘발물질

기주식물에서 나오는 휘발물질은 식식성 곤충의 행동 결정에 

주요한 신호물질이 된다. 성페로몬을 이용한 교미통신에서 기주 

식물 휘발물질은 같은 종을 인식하는 데 카이로몬 신호로서 작용

할 수 있다(Light et al., 1993). 이에 기주 식물체 휘발성 물질은 성

페로몬 교신과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

에서 대상 곤충의 밀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에스테르(pear ester)”라 불리는 물질은 ethyl 

(E,Z)-2,4-decadienoate라는 물질로서 코드린나방의 암컷을 유인

하는 데 수컷의 경우 성페로몬(코들몬: codlemone)에 대한 유인 

효과도 높여준다(Knight et al., 2005). 이 물질은 코들몬과 독립적

으로 대상 곤충을 유인하기에 집단 모니터링에 폭넓게 이용된다.

배에스테르를 코들몬에 부가하여 고효율 교미교란제를 개

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Knight et al., 2012; Stelinski et 

al., 2013). 이는 두 물질이 모두 수컷의 교미신호에 관여하기에 

두 물질의 혼합은 교미교란 신호를 최대한으로 교란시킬 수 있

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이 카이로몬을 단독으로 처

리하여도 교미교란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카이로몬과 코들몬을 혼합하여 처리한 후에 처녀암컷 트랩 또

는 과실 피해로 교미교란 효과를 비교한 결과 코들몬만 단독으

로 처리한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복합 처리

에 대한 기술은 좀 더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다.

6.2.3. 교미교란제 설치 기술

6.2.3.1. 교미교란제 처리 밀도 및 분포

교미교란제 처리 밀도는 제형에 따라 상이하여 에어로졸의 

경우는 3,000평당 불과 소수를 처리하여도 되지만, 마이크로캡

슐 방출기의 경우는 수백만 개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이 처리포장 내에서 위치에 따라 교미교란 효율도 다를 수 있다. 

코드린나방을 대상으로 저장형 방출기로 3,000평당 10개에서 

1,000개까지 다양하게 처리한 결과 교미교란 효율은 처리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Epstein et al., 2006). 이러한 이유는 교미

교란제 처리 지역에서 수컷을 유인하는 성페로몬 연무 줄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사각 지대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야외 전기촉각전도도로 측정한 결과로서 비교적 

처리 지역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러한 페로몬 연구 줄기 형성

이 옅어져서 테두리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Gut et al., 

2004).

우수한 교미교란 효과를 유지하면서 교미교란제 처리 약량

을 줄이기 위해 방출기 처리 지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 요인은 비교적 대상 해충이 많이 분포하는 지점에 집중적으

로 교미교란제를 처리하고, 그 외에 지역에는 처리하지 않는 차

등 처리 전략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상 곤충의 교미교란제에 

대한 교란기작이 경쟁적으로 작용할 때 효과적이다. 귤굴나방

의 경우 매 10줄의 과수나무 마다 4줄을 무처리하여 교미교란 

효율은 4% 정도 줄었지만 경비는 29%를 절감하는 효과를 나

타냈다(Lapointe et al., 2014).

6.2.3.2. 교미교란제 처리 높이

교미교란제 방출기의 처리 높이는 이론적으로 볼 때 암컷이 

위치하는 높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코드린

나방의 경우 임관(林冠)의 상층과 중층 각각 두 부위에 처리하는 

것이 상층 단독으로 처리할 때보다 교미교란 효과가 높았다

(Epstein et al., 2011). 반면에 복숭아순나방은 어느 임관 부위에 

처리하여도 교미교란 효과는 높게 나타났다(De Lame and Gut, 

2006). 포도원에 처리하는 경우는 임관 상부 보다는 중부 또는 

하부에 처리하는 것이 교미교란 효과가 높았는데 이는 상부에 

처리하면 임관 상부에 빠른 바람에 의해 교미교란제의 과원 밖

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auer and Kar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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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작물체 이차방출 효과 고려사항

재배지에서 처리된 교미교란제 성분은 작물체 표면에 흡착

되고 다시 재 방출될 수 있다(Wall et al., 1981). 3일 이상 교미

교란제 처리를 받은 사과원의 사과 잎은 연갈색사과나방(Epi-

phyas postvittana) 수컷을 유인할 수 있었다(Karg et al., 1994). 

특히 높은 농도로 방출하는 교미교란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작

물체를 통한 이차방출이 교미교란 효과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물체의 발육시기에 따라 이러한 이차

방출 효과는 차이가 있어 잎이 적은 봄보다는 여름에 동일한 교

미교란제 처리에도 처리 지역 공기 중에 차지하는 교미교란제

의 농도는 높아지게 된다(Sauer and Karg, 1998). 작물체로부

터 이차방출되는 교미교란제는 성페로몬 교신을 간접적으로 

교란시켜 위장 또는 신경생리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Suckling 

et al., 1996).

 

6.2.3.4. 환경요인

기상 조건에 따라 교미교란 효과는 차등을 보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온과 바람세기는 주요한 기상 요인에 해당된다. 또한 

제형에 따라 강우는 영향을 주어 분무형 교미교란제 제형은 크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에어로졸 제형을 제외하고 모든 교미교란제 제형은 기온이 

상승할수록 페로몬 방출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교미가 

이뤄지는 밤보다는 낮 기간에 기온이 높아 페로몬 방출량이 높

아 소모성 방출로 여겨진다(Wizgall et al., 2010). 여기에 방출

된 페로몬은 작물체 표면에 흡착되어 재방출되기에 처리 지역

에는 비교적 고른 분포의 교미교란제 연무가 형성되어 있게 된

다. 따라서 잎이 무성하여 지는 여름에 기온 상승에 따라 교미

교란제의 방출이 높아지고, 처리 지역은 더욱 교미교란제로 포

화된다(Karg and Sauer, 1997). 따라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소모성 페로몬 방출 농도의 증가에 따라 주기적 교미교란제 보

충이 필요하다. 기온은 또한 처리 지역의 수평적 분포뿐만 아니

라 수직적 분포에도 영향을 주어 방출제의 처리 위치 고도에 따

라 형성되는 교미교란제 연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Girling 

et al., 2013).

바람세기 및 방향은 처리지역에서 교미교란제 연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바람의 세기가 증가하여지면 처리지

역의 교미교란제 농도는 낮아진다(Suckling et al., 1999). 반면

에 적당한 바람세기는 처리지역의 교미교란제의 분포를 비교

적 고르게 하여 준다. 코드린나방의 경우 낮은 바람세기는 교미

교란제를 과원의 임관 부위에 머물게 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증

가하면 임관 보다 6 m 높은 위치에서 교미교란제가 검출되게 

된다(Milli et al., 1997). 또한 가장자리에 처리된 교미교란제는 

바람에 밀려 이 지점의 교미교란제 분포가 낮아져 교미교란 효

과가 감소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Milli et 

al. (1997)은 바람에 따라 밀려오는 교미교란제 성분이 처리 지

역 보다 60 m 아래 지역의 무처리 지역에서도 검출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6.2.4. 해충 생태와 교미교란제 효과

6.2.4.1. 집단 크기

교미교란이 작동하는 기작에 따라 교미교란 대상 곤충의 집

단 크기는 교미교란 효과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경쟁적 교미교란 기작이 작동되는 경우 대상 곤충

의 집단 크기가 증가하면 교미교란 효과는 낮아지게 된다

(Miller et al., 2006a). 경쟁적 교미교란이 작동하는 목화다래나

방의 경우 이러한 집단 밀도와 교미교란 효과의 관계를 잘 대변

한다(Kehat et al., 1999). 비경쟁적 교미교란 기작이 작동하는 

곤충류에서도 대상 곤충의 밀도가 높아지면 교미교란 효과는 

낮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곤충류의 경우는 집단 밀도가 높

아도 교미교란 효과가 양호한데 이들은 복숭아순나방(G. mole-

sta), 토마토나방류(Keiferia lycopersicella), 복숭아나방류

(Synanthedon exitiosa), 그리고 적클로바나방류(Coleopphora 

deauratella)를 포함한다(Gut et al., 2004; Mori and Evenden, 

2014). 이는 아마도 비경쟁적 교미교란이 작동하기에 초래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상곤충의 집단 크기에 따라 교미교란 효과의 변이는 산림

해충인 짚시나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미교란제

가 매년 약 6억 평의 산림지역에 처리되고 있다(Witzgall et al., 

2010). 연간 수 세대 성충 피크를 보이는 짚시나방의 경우 비교

적 낮은 밀도를 보이는 시기에 교미교란 효과가 높았다(Webb 

et al., 199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00평 규모에 짚시나

방이 15개 이하의 알 난괴를 낳는 밀도에서 50 g의 교미교란제 

처리할 때가 효과적 교미교란 효과를 기대하는 해충 최대 밀도 

한계라는 것이다.

대상 해충의 밀도가 낮더라도 한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경우에는 교미교란 효과가 낮아진다. 포도애기잎말이나방류

(Lobesia botrana)의 경우 과원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우 밀도

에 크게 관계없이 교미교란 효과가 높지만 이들이 밀집하여 분

포하는 경우 낮은 밀도에서도 교미교란 효율은 크게 감소하였

다(Schmitz et al., 1995). 이는 근거리에 암수가 만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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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교미교란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6.2.4.2. 암컷 이동성

활동적인 암컷의 분산 행동은 처리 지역에서 빠져나가 무처

리 지역에서 교미한 후 다시 처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기에 

교미교란 효율을 낮추게 된다. 특별히 유충의 식성이 다식성인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무처리 지역에서 교미한 후 다시 이주하

여 들어오는 암컷에 의해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의 가장자리에

서 피해가 주로 일어나게 된다(Hsu et al., 2009). 여기에 또 다

른 교미교란 효과를 낮추는 암컷의 행동 양식으로 암컷 자체가 

성페로몬을 인식하여 주변에 성페로몬이 있을 경우 종내 경쟁

을 피하기 위해 가장자리로 이동하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Sanders, 1987; Pearson and Meyer, 1996; DeLury et al., 2005).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자리에 추가로 교미교란제를 

처리하거나 또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교미교란제를 처리하여야 

한다(Calkins and Faust, 2003). 

6.2.4.3. 성충 수명과 세대수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연중 1회 발생하는 해충이 비교적 

교미교란제 처리에 따른 방제가 용이하다. 이는 교미교란제 지

속 시간도 비교적 짧게 유지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충 수명이 길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 연중 여러 번 교미교란제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발생하는 경우 세대별로 교미교란 효

과는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교미교란 효과의 다양성에는 처리

에 따른 교미지연 효과가 방제 효율을 좌우할 때 더욱 두드러진

다. 잎말이나방류(Rhopobota naevana)의 경우 교미교란제 처

리에 따라 교미지연은 여름집단보다는 봄에 발생하는 집단에

서 효과가 높다(Fitzpatrick, 2006). 반면에 코드린나방은 월동

한 봄 집단보다는 여름 집단에서 이러한 지연교미효과에 따른 

방제 효과가 높다(Jones and Wiman, 2012). 이는 여름기간에 

높은 온도에 따른 빠른 성충발육으로 교미지연 시간의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곤충마다 상반된 결과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6.2.4.4. 수컷의 페로몬 반응

곤충 마다 성페로몬에 대한 수컷의 반응은 다르다. 어떤 곤

충은 낮은 농도에 반응하고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유인행동이 

멈추는 반면 또 다른 종의 수컷은 암컷이 분비하는 농도보다도 

더 높은 농도에서도 유인 행동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외 다

른 종은 특이적인 농도와 행동반응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Evenden et al., 2010). 따라서 이러한 수컷의 성페로몬 농

도에 따른 상이한 유인행동 반응은 교미교란 효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물적 변수가 된다(Gut et al., 2004). 복숭아순나방의 

경우는 암컷과 유사한 농도로 교미교란제가 발산되는 경우에

는 경쟁적 교미교란기작이 발동되나, 더 높은 농도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비경쟁적 교미교란이 작동하게 되어 비교적 높은 교

미교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inke et al., 2014). 반면에 미리 

성페로몬에 노출되면 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잎말이나

방류(Choristoneura rosaceana)의 경우는 전처리가 중추신경

계의 습관화를 막아주어 교미교란제에 대한 둔감화가 감소하

기에 비경쟁적 교미교란 기작을 억제하여 교미교란 효과는 크

게 감소한다(Stelinski et al., 2004b, 2005b). 

6.2.5. 교미교란제와 종합해충방제

교미교란제 처리에 의해 대상 해충 방제 전략은 해충종합관

리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정 해충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여러 방제 기술처리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저항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교미교란제 처리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특정 재배지

에서 다양한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하나의 방제 도구로서 이용

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해충방제에서 교미교란제 처리는 중요

한 방제 구성 기술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용된다.

6.2.5.1. 교미교란제에 대한 저항성

장기간 지속해서 교미교란제를 처리할 경우 여러 다른 방제 

기술에서 보듯 교미교란제에 대한 저항성 발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Cardé and Minks, 1995). 실제로 밤나방과 해충안 

배추자벌레(Trichoplusia ni)를 대상으로 야외에서 4세대 동안 

교미교란을 처리한 결과 기존의 성페로몬과 성분이 다른 변이

체 암컷이 선발되었다(Evenden and Haynes, 2001). 이 암컷은 

기존의 암컷 보다 수컷을 유인하여 교미하는 데 우수하였다. 또

한 교미교란제를 처리한 지역의 암컷은 더 많은 양의 성페로몬

을 발산하여 교미 성공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Shani and 

Clearwater, 2001).

야외 집단이 교미교란제의 연속적 처리에 의해 교미교란 효

과의 저하가 나타난 예는 차잎말이나방(Adoxophyes honmai)에

서도 보고되었다(Mochizuki et al., 2002). 이 종의 성페로몬 가

운데 주성분인 Z11-14:Ac를 단독 성분으로 교미교란제로 만들

어 14 ~ 16년 동안 처리한 결과 교미교란 효과가 현격하게 낮아

졌다. 그러나 이 단독 성분의 교미교란제를 무처리 지역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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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높은 교미교란 효과를 나타내 연속적으로 처리된 지역

에서는 교미교란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여 주는 증거로서 이 단독 성분에 추가

적으로 암컷이 분비하는 다른 성분을 추가한 결과 저항성 발달

된 지역에서 교미교란 효과가 다시 높아졌다. 저항성 집단의 수

컷은 성페로몬을 이루는 여러 성분에 높은 감지 능력을 지녀 교

미교란제에 포함된 주성분 위주의 단독 성분보다는 여러 미량 

성페로몬 성분들에 유인행동이 나타났다(Tabata et al., 2007).

6.2.5.2. 교미교란제와 살충제

교미교란제를 살충제 처리와 병행하여 살충제 처리량을 줄

여 화학 살충제의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복

숭아순나방 집단에 이러한 방제가 월동 세대를 대상으로 살충

제 처리와 이후 세대에는 교미교란제를 적용하여 높은 방제 효

과를 거두면서 살충제의 사용량을 낮추는 효과를 주었다(Trim-

ble et al., 2001; Atanassov et al., 2002). 목화다래나방 방제의 

경우 개화기 때 화분매개 곤충을 보호하기 위해 교미교란제의 

처리가 이뤄졌다(Critchley et al., 1991).

성페로몬과 살충제를 혼합하여 수컷을 유인하여 치사시키

는 데 유살제가 이용되었다. 성페로몬은 암컷이 방출하는 농도

와 조성과 유사하게 하고 여기에 피레스로이드 살충제를 첨가

하여 유살제를 제조하였다. 이 결과 50% 방제 효과는 교미교란

에 기인되었고 그리고 50%의 방제 효과는 직접 살충작용에 의

해 나타났다(Charmillot et al., 1996; Suckling and Brockerhoff, 

1999). 그러나 교미교란 효율이 높은 복숭아순나방의 경우는 

직접 유인되어 살충제에 의해 치사되는 것을 관찰되지 않아 대

부분의 방제 효과는 비경쟁적 교미교란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

석된다(Evenden and McLaughlin, 2004).

6.2.5.3. 교미교란제와 생물적 방제

교미교란제 처리를 사용하면 화학 살충제의 처리량이 줄어

들기에 한편으로 생물적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코

드린나방 방제에 교미교란제 처리한 경우와 일반적인 화학 방

제에 의존한 지역과 비교한 결과 더 많은 곤충 종 다양성을 보

여주었고, 포식성 천적류도 우세하였다(Miliczky et al., 2000; 

Epstein et al., 2001). 복숭아순나방 방제를 위해 처리된 교미교

란제 포장에서도 이 곤충의 알을 미끼로 방치한 경우 화학 농약 

방제 처리 지역에 비해 많은 살란 효율을 나타냈다(Atanassov 

et al., 2003). 목화다래나방을 교미교란제로 방제하는 지역에

서 이차해충으로 여겨지는 노린재 피해가 줄었는데 이는 화학

살충제 처리 지역에 비해 높은 포식성 거미류의 밀도 증가에 기

인된 것으로 교미교란제 처리가 자연적 생물방제 효과를 높여

주는 증거가 된다(Boguslawski and Basedow, 2001).

교미교란제 처리에 따라 성페로몬을 인식하는 천적류에 대

한 유인효과가 보고되었다. 교미교란제에서 나오는 성페로몬 

성분이 알좀벌류(Trichogramma sp.)에게 카이로몬으로 작용

하여 기생율을 높이는 생물적 방제 효과를 유발한다(Lewis et 

al., 1982; Boo and Yang, 2000). 한편 이러한 교미교란제 처리

가 역으로 천적류의 밀도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유럽소나무순나방류(Rhyacionia buoliana) 방제에 교

미교란제를 처리한 경우 유충 기생봉인 Glypta zozanae의 밀도

가 처리 전보다 감소하였는데(Niwa and Daterman, 1989) 이는 

이 유충 기생봉이 성페로몬을 카이로몬으로 인식하였다기보다

는 교미교란제 처리에 의해 피기생체의 밀도 감소에 따른 천적 

밀도 감소로 해석된다.

6.2.5.4. 교미교란제와 식물정유

식물정유는 연한 체벽을 가진 해충에 살충력을 보이며 또한 

알에 살란력을 나타낸다(Fernandez et al., 2005). 한편 저장형 

방출기를 이용한 교미교란제 처리는 각 작물에 매달아야 하는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캡슐 방

출기가 개발되었지만 짧은 잔효기간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강우에 의한 손실로 이러한 짧은 잔효기간의 단점

이 더욱 문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식물정유의 첨가는 마이크로

캡슐 방출기의 전착 능력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Wins-Purdy 

et al., 2007). 마이크로캡슐 방출기로 사과원에 식물정유와 함

께 살포된 경우 전착 능력의 증가와 더불어 이 식물정유의 체벽 

투과 능력으로 교미교란제에서 방출된 성페로몬이 곤충의 몸

속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경계 교란의 교미교란 기작

을 더욱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6.2.5.5. 교미교란제와 불임충방사기술

유전방제의 일종인 불임충방사기술(sterile insect release 

technique: SIT)은 야외 수컷과 불임화된 수컷의 교미경쟁에 의

해 차세대 형성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성공적 교미가 필수적이

어서 교미교란제를 SIT와 병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기술을 적용하여 본 결과 효과

적 방제를 이룬 경우가 있다. 첫째로 미국 남서부의 목화재배지

에 발생하는 목화다래나방의 방제에 이 두 가지 기술의 적용은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완전 방제에 이르게 하였다(Stat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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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둘째로 캐나다 서부지역 코드린나방 방제에도 이 두 기

술의 혼용이 적용되어 효과적 방제를 이루었다(Judd and Gar-

diner, 2005).

6.3. 교미교란 방제기술 평가 기법

6.3.1. 실내 풍동분석법

풍동분석(wind tunnel assay)은 실내에서 수컷이 성페로몬

에 유인되어 오는 행동을 관찰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여기에 교

미교란제를 투입하는 경우 수컷의 행동 변화를 통해 교미교란 

효과를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야외에 교미교란제를 투입하기 

전에 이 교미교란제의 효능을 판별하고 자 할 때 적용될 수 있

는 분석 기법이다.

6.3.2. 미끼 암컷을 이용한 교미율 저하 분석법

직접적으로 교미교란이 이뤄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으로 줄에 고정시킨 미끼 암컷(줄에 매달거나 또는 클립으로 날

개 고정)을 야외에 설치하고 이들의 교미 유무를 분석하는 기술

이다(Evenden et al., 1999a,b). 미끼 암컷을 하루 동안 야외에 

방치하고 다음 날 수거하여 체내 수컷저정낭(spermatophore)

의 개수를 파악하여 교미 유무와 횟수를 평가하게 된다. 이 기

술을 교미교란제 평가에 적용하려면 분석 지역의 대상 해충 분

포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 해충이 밀집한 곳에 미끼 암컷을 

설치하면 비교적 많은 교미율을 얻게 될 것이고 적은 지역에 설

치하면 교미 성공률이 낮아 교미교란 효과를 실제보다 높게 과

대평가하게 될 것이다.

6.3.3. 모니터링 트랩을 이용한 수컷 유인 밀도 감소 

분석법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살아있는 암컷을 

유인제로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성 성페로몬을 유인

제로 이용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암컷을 이용하는 경우 처녀 암컷을 소형 케이지에 

넣고 모니터링 트랩에 설치한다(Baker et al., 1997). 트랩에는 

끈끈이판이 놓여 있어 암컷에 유인된 수컷이 이 판에 부착되어 

실제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에서 암컷의 유인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미끼 암컷의 경우 한 번 교미 후에는 성페

로몬 방출을 줄여서 더 이상 유인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지만, 케이지 속에 놓인 암컷은 교미를 못하기에 지속해서 수

컷을 유인하는 매체로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합성 성페로몬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교미

교란제 평가 방법이다. 이 유인물질을 일반적인 모니터링 트랩

에 놓고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에서 유인되는 수컷의 밀도가 대

조구에 비해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기법이다(Rice 

and Kirsh, 1990; Kim et al., 2018). 이때 합성페로몬의 방출량

은 처녀 암컷의 성페로몬 방출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평가 방법의 실효성을 주는 데 중요하다.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수컷 유인밀도 평가법이 항상 교미교란제의 실효성을 입증하

여 주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합성 성페로몬 트랩에 유인되

는 수컷의 밀도가 대조구에 비해 95% 이상 감소한다 하더라도 

작물의 피해가 여전히 대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비교적 교미교란제로 방제가 어려운 해충 

중에 하나인 사과잎말이나방류(Choristoneura rosaceana)인

데 아마도 이들이 야외에서 집중 분포하여 이들 사이의 교미신

호 거리가 가까워 교미교란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수컷 유인밀도 감소 분석법이 현장성이 높은 기법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주 피해분석법이 특정 교미교란제를 

방제에 투입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분석 방법이다.

6.3.4. 작물 피해 분석법

교미교란제를 이용한 해충 방제를 하려는 궁극적 목표가 대

상 해충으로부터 작물피해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작물 피해분

석은 이 처리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미교

란 방제 기술 평가 기법이 된다(Baker and Heath, 2005). 이 기

법이 적용되려면 분석 대상 지역이 외부 무처리 지역에서 유입

되는 교미 암컷의 확률이 무시될 정도로 넓어야 한다. 대상 해

충의 비행 능력에 따라 이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6,000평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비행 능력이 높

은 경우는 30,000평까지 넓어질 수 있다. 교미교란제가 처리되

지 않는 대조구의 위치는 교미교란제의 분산 거리를 고려하여 

최소한 수백 미터는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상적 평가 재배지 조건은 실제 작물 재배지에서 적

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옥수수 재배지의 경우는 비록 광범

위하게 재배된다 하더라도 파종 시기가 다르고 재배지 위치에 

따라 품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욱이 기온 차이가 발생하

여 기장 차이가 발생한다. 옥수수의 경우 파종 시기가 2 ~ 3일 

차이를 보이는 경우 기장은 30 ~ 60 cm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

다. 이를 가해하는 유럽 조명나방(O. nubilaris)의 경우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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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따른 기주 선호도를 보이기에 교미교란제 효과에 대한 

작물 피해분석에 또 다른 변수를 주게 된다. 따라서 작물 피해

분석에는 다양한 야외 현장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작물 피해 분석법은 특정 교미교란제의 처리의 실용성을 평

가하는 기법으로 이 평가 기법으로 교미교란제의 교미교란 기

작을 판정할 수는 없다.

6.4. 교미교란 기술 제약 요인

6.4.1. 발생예찰 기술

교미교란을 통해 작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면 재배지

에 첫 성충이 출현하기 전에 교미교란제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

다. 이는 기존의 화학 농약 처리가 해충 밀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생밀도 크기에 따라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선제적

이다. 따라서 실제 대상 해충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만, 이를 감수하고도 교미교란제의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주기를 미리 알고 있는 해충에 대

해서 교미교란제 처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화학농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는 집단에 대해서는 교미교란제 처리가 방제 기술

의 대안으로 이용되어 발생 이후에도 처리되기도 한다.

6.4.2. 이차해충 출현 가능성

교미교란제 처리는 대상 해충에 특이적이기 때문에 이 해충

의 밀도 감소는 기존의 이차해충의 출현이 가능할 수 있다(Rice 

and Kirsch, 1990). 일부 교미교란제는 여러 종을 대상으로 방

제를 시도하기도 한다. Evenden et al. (1999b)은 하나의 제형

에 두 잎말이나방류(Choristoneura rosaceana, Pandemis limi-

tata)를 대상으로 교미교란제를 포함하여 효과적 방제를 나타

냈다. 특별히 C. rosaceana의 경우는 교미교란 기작이 경쟁적

이라기보다는 비경쟁적이기에 다량의 교미교란제 처리가 요구

된다(Evenden et al., 2000). 따라서 여러 상이한 종을 대상으로 

동시 방제를 이루려면 마이크로캡슐과 같은 제형으로 교미교

란제를 광범위한 지역에 다량으로 방출하여야 방제 효과를 이

룰 수 있다. 다량의 교미교란제 처리는 이를 카이로몬으로 인식

하는 천적에게 교란 효과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맵시벌의 일

종인 Glypta zozanae의 밀도가 교미교란제 처리 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다(Niwa and Daterman, 1989). 물론 이러한 유충 기

생봉이 성페로몬을 카이로몬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관련된 복

합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교미교란

제 처리는 천적을 보호하여 유사한 서식지에 존재하는 다른 해

충을 생물적 방제 인자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러한 예가 배나무를 가해하는 가루이의 경우에 

다양한 천적류에 의해 밀도가 조절되는 데 이 지역에 코드린나

방의 교미교란제로 처리할 경우 화학 살충제를 처리한 지역에 

비해 많은 천적류의 보존으로 가루이 밀도가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Amarasekare and 

Shearer, 2017). 교미교란제 처리에 따른 이차해충의 출현에 대

한 우려는 오히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생태계 안정성으로 크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6.4.3. 화학방제 대비 경제성

화학농약을 이용한 방제보다 교미교란제 처리 비용이 높다. 

이는 성페로몬 합성비가 높아 교미교란제에 포함된 유효성분

의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합성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지만 

페로몬 합성비는 1 g 당 적어도 1,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교미교란제 제형비에 비해 월등한 생산비를 차지하게 된다

(Baker and Heath, 2005). 최근 페로몬 회사에서는 대량으로 합

성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기에 효과

적으로 페로몬을 방출하여 동일한 방제 효과를 이루면서 교미

교란제 소모량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7. 향후 페로몬 응용 기술 개발 방향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페로몬이 이용되고 있

다. 앞으로도 화학 살충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친환경적 방제 도구로서 페로몬의 이용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페로몬 기술의 

연구 및 응용 방향은 4차산업을 접목한 무인 해충모니터링 기

술과 생명공학 기술을 가미한 교미교란 기술에서 진보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

7.1. 4차산업 기반의 무인 해충모니터링 기술

현재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해충 발생모니터링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일반적으로 일주일)을 두고 트랩이 설치된 사과원

을 직접 방문하여 발생 밀도를 조사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

숭아순나방 집단변동에서 보듯 이들의 지역간 지속적 이동 능

력 및 특정 소규모 집단 간 발생량의 차이를 고려할 때, 여러 지

역에서 시간적으로 연속적 모니터링이 이들의 집단 변동을 정

확히 파악할 수 있다(Jung and Kim, 2008; Kim et al., 2009). 지

속적 모니터링에 따른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센서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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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정보기술과 성페로몬이라는 바이오기술을 접목하여 

무인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사과해충을 

대상으로 개발된 무인모니터링 페로몬트랩(특허: 10-0982563)은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및 사

과굴나방에 대해서 이러한 무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무인으로 특정 해충의 일별 해충군 밀도 변동 모

니터링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하루 중 어느 특정 시간에 포획되

는 지까지도 정보 파악이 가능하였다. 더불어 월동 후 세대의 정

확한 출현 시기도 감지할 수 있어 연중 해충 발생 정보를 더욱 정

확히 추정하게 하였다(Seo et al., 2011). 그러나 기존의 무인 모

니터링시스템은 IR (infrared) 센서 기반의 단순 디지털 방식의 

신호로 포획된 곤충의 정확한 동정까지는 불가능하였다. 무인 

모니터링 트랩에 유인되어 들어오는 곤충의 포획 정보를 아날

로그 정보로 받고 이를 종 특이적 패턴 인식 기술 개발은 기존의 

무인 모니터링 기술의 맹점을 보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통신기술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 전

송 및 이미지 인식 기술이 가능하기에 비교적 특이성이 낮은 유

인제(예를 들어, 과실파리류에 대한 메틸유제놀 또는 큐루어)에 

포획된 곤충들의 개별 종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2. 생명공학 기술을 가미한 교미교란제 처리 기술

교미교란 효과는 경쟁적 및 비경쟁적 기작 모두 교미교란제 

처리량에 비례하여 교미교란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효

과적 교미교란 효과를 이루려면 막대한 양의 교미교란제 처리

가 불가피하다. 이는 해충방제 효과는 물론이고 경제성에서 실

현성이 낮아지는 해충 방제 기술이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

학합성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진행되었다(Kim et 

al., 2006). 그러나 보다 획기적으로 성페로몬 합성 단가를 낮추

려는 기술이 효모 기반 성페로몬 생합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진핵생명체 유전자를 발현하여 기능 연구에 이용되어온 Sac-

charomyces cerevisiae라는 효모가 성페로몬 합성 관여 유전자

의 기능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Xia et al., 2019). 나아가 이 효모

를 이용한 곤충 성페로몬 대량 생산이 성페로몬 합성 단가를 낮

추고 광학이성체의 순도를 높이는 최적의 기술로 대두되었다. 

이 기술의 핵심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방산 유래 성페로몬에 대

해서 지방산 생합성 관여 효소계를 갖는 효모에 성페로몬 성분

에 존재하는 특정 위치의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곤충 유래 불포

화효소(desaturase) 유전자 및 지방산 말단에 위치하는 카르복

실기를 알데하이드 또는 알코올기로 환원시켜주는 환원효소

(reductase)를 삽입하여 주어 효모가 성페로몬 성분을 생합성

하게 하는 기술이다(Petkevicius et al., 2020).

복숭아순나방에 대해서 이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되었다. 복

숭아순나방은 교미신호는 성페로몬에 의존하며, 하루 중 일정

한 시각에 수컷은 성페로몬 신호에 유인된다(Kim et al., 2011). 

복숭아순나방의 성페로몬은 Z8-dodecenyl acetate (Z8-12:Ac)

와 E8-dodecenyl acetate (E8-12:Ac) 및 Z8-dodecenol (Z8-12: 

OH)를 가지며 95:5:1의 조성을 가진다(Han et al., 2001; Yang 

et al., 2002). 이들 성페로몬의 생합성 과정을 밝히기 위해 성페

로몬 샘의 전사체가 RNA-Seq 기술로 분석되었다(Jung and 

Kim, 2014). 성페로몬 샘 전사체는 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전사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복숭아순나

방 성페로몬이 스테아릭산(stearic acid) 또는 팔미틱산(palmitic 

acid)과 같은 포화지방산 전구체에서 β-산화를 통해 사슬 길이

를 줄이고 다시 이중결합 형성, 환원반응 및 아세틸화를 통해 

생합성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Jung and Kim, 2014). 특히 포

화지방산 전구체에서 10번 탄소에 이중결합을 주는 불포화효

소(GmDES)의 활성이 궁극적으로 종 특이적 성페로몬 생합성

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Jung and Kim, 

2014). 이어진 연구에서 이 유전자를 RNA 간섭 기술로 암컷의 

GmDES 발현을 억제하면 수컷을 유인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어지는 결과를 얻어 이 유전자가 성페로몬 생합성에 관여하

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Kim et al., 2017). 또한 성페로

몬에 관여하는 환원효소로서 GmFAR가 동정되었으며 GmDES

와 함께 S. cerevisiae에 형질전환한 결과 야생형 효모에 비해 

상이한 지방산들이 검출되었다(Vatanparast and Kim, 2019). 

이들 특이적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 및 알데하이드 말단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곤충 성페로몬 생

합성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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