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가해 미국선녀벌레의 생물적 방제

1. 미국선녀벌레의 생물적 방제 필요성

■ 농경지에서는 살충제 등의 살포로 미국선녀벌레가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
지하고 있으나, 농경지 인근 산림으로 이동하여 산란하거나 월동 시 개별
방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의2에서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생산적합성
조사 기준에서는 86품목의 농약성분을 지정하여 적합기준을 일괄 0.001
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 개정 중(0.001 → 0.01 ppm)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에 따라 농약 또는 보통비료는 사용할 수 없으나 미생물비료는 사용
가능하다.

■ 미생물비료 중 현재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균주는 없으며 산양삼의
지속가능한 재배를 위해서는 천적을 활용한 방제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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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선녀벌레의 특성 및 발생현황

■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는
노린재목(Hemiptera) 선녀벌레과
(Flatidae)에 속하며(그림 1)
2009년 공식적으로 국내 발생이
보고된 북미 원산의 유입 외래종
이다(Metcalf and Bruner,
1948; Lee and Wilson, 2010;

<그림 1> 미국선녀벌레 성충

Kim et al., 2011).
■ 1회/년 발생하는 해충으로 수목에서 알 상태로 월동하고 부화한 약충과
성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며 인삼에서도 증가하고 있다(NIAS, 2016;
Park et al., 2019; SNU, 2019).
■ 농경지 및 산림의 다양한 식물(98과 345종)에서 발견될 정도로 기주범위가
매우 넓지만, 천적이 없어 높은 발생밀도를 보이며 국내 거의 모든 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한다(Seo et al., 2019).
■ 농작물과 산림에 흡즙과 분비물(밀납)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감로 분비에
따른 그을음병 발생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이 저하된다.
■ 미국선녀벌레의 세균성 궤양병 매개 가능성도 제기(Donati et al., 2014)
되고 있어, 약·성충의 흡즙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유럽에서는 미군 항공기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979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Zangheri and Donadini,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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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적, 선녀벌레집게벌의 특성

■ 선녀벌레집게벌(Neodryinus

typhlocybae )은 벌목(Hymenoptera) 집게벌과(Dryinidae)에
속하며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다
(그림 2).
■ 1∼2세대/년 발생하며, 1세대는
6월 상·중순, 2세대는 7월 하순

<그림 2> 선녀벌레집게벌 성충

이다.
■ 포식성 외부기생 천적으로 월동 후 6월 상·중순에 출현하는 1세대 선녀벌레
집게벌이 미국선녀벌레의 약충을 포식한다.
■ 기생을 위해 미국선녀벌레 3∼5령기 약충에 산란하며 산란 후 미국선녀벌레
약충 몸 밖으로 풍선모양의 주머니가 형성되며 주머니 속에서 천적 유충이
기생생활을 한다.
■ 기생생활이 끝나면 미국선녀벌레 약충 몸 밖으로 탈출해 나뭇잎 뒷면에서
고치를 형성하는데 이때 미국선녀벌레 약충은 죽게 된다.
■ 선녀벌레집게벌은 대부분 월동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7월 하순~8월 상순에
2세대 성충으로 다시 우화하여 미국선녀벌레를 기생시킨 후 고치를 형성하고
월동에 들어간다.

산림과학속보 _

3

4. 미국선녀벌레의 생물적 방제 연구동향

■ 이탈리아
- 1979년에 미국선녀벌레가 침입했으며 파도바대학 연구팀 주도로 1987년
생물적 방제를 위해 미국에서 약 1,000개의 선녀벌레집게벌 고치를 도입
하여 방사(11개 지역 600곳 이상)하였다.
- 선녀벌레집게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방사 1년 후 지역에 따라 기생률은 약 20%까지 조사되었다.
- 미국선녀벌레의 발생밀도는 낮은 상태로 미국선녀벌레의 생물적 방제를
위한 천적 방사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첫 방사 후 10년 뒤 생물적 방제의 성공을 선언

■ 유럽
- 프랑스,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에서도 도입하였다.

■ 국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미국선녀벌레의 생물적 방제를 위한 선녀벌레
집게벌의 채집, 도입, 생물적 특성, 대량사육기술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해
2017년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교에서 선녀벌레집게벌 도입 후 자체 연구
중이다(NIA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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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삼 피해

■ 6월 하순부터 미국선녀벌레 약충의 인삼 재배지(경기 안성) 유입을 확인
하였으며 유입된 약충은 빠른 속도의 확산 양상을 나타낸다.
■ 약충과 성충이 동시에 지하부로 이동하는 양분을 흡즙하여 수삼이나 열매의
수량을 감소시키며, 배설물로 인해 그을음병이 발병하여 광합성을 저해한다
(그림 3).
■ 인삼 재배지 내 약충과 성충 밀도 비교 결과, 성충이 약충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성충 우화 후 산란기주(월동처)로 활발히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인삼
재배지 유입 위험은 약충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NU, 2019).
■ 비와 바람으로 약충이 쉽게 인삼 재배지로 유입된 후 비가림 시설 내부에서
기어서 빠르게 확산. 성충은 7월부터 발생하여 점프 및 비행을 통해 쉽게
이동하며 10월 인근 산으로 이동하여 산란한다.

<그림 3> 미국선녀벌레로 인한 인삼 피해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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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양삼 피해

■ 5월 상순부터 미국선녀벌레 약충의 산양삼 재배포지(충북 충주) 유입을
확인하였으며 유입된 약충은 빠른 속도의 확산 양상을 나타낸다.
■ 줄기, 잎 뒷면이나 열매에 피해를 발생시킨다(그림 4).
■ 미국선녀벌레가 산양삼에 피해를 주는 시기는 5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다.
■ 산양삼은 인삼과 달리 8월 중순부터 지상부가 서서히 사라지고 지하부만
살아남는 특징이 있다.

<그림 4> 미국선녀벌레로 인한 산양삼 피해(줄기, 잎,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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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녀벌레집게벌 방사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번에
걸쳐 350~400m의 해발고 및
북서방향으로 조성된 한국임업
진흥원 산양삼종자공급단지 내
산양삼 재배포지 주변과 재배포지
내부에 선녀벌레집게벌 고치와
성충을 방사하였다(그림 5, 표 1).

<그림 5> 산양삼종자공급단지 내 선녀벌레
집게벌 방사구역

<표 1> 선녀벌레집게벌 방사 현황
구분
방사년도

2020

암컷(♀)

수컷(♂)

전체
(마리수)

5.20

20

80

100

6.10

23

57

80

합계

43

127

180

6.9

10

3

13

6.10

20

40

60

6.22

2

2

4

합계

32

45

77

방사일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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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선녀벌레집게벌 고치를 각각 직경 5cm, 깊이 10㎝ 원형의
방사통에 100마리, 80마리를 각각 넣은 후 약 1.5m 높이의 줄기에 고정하여
방사하였다(그림 6).

<그림 6> 선녀벌레집게벌 고치 및 방사통 설치

■ 2021년에는 13마리, 60마리 및 4마리의 우화한 성충을 방사하였다(그림 7).

<그림 7> 선녀벌레집게벌 성충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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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녀벌레집게벌 월동개체 조사

■ 2020년 12월 해발고가 다른 5곳을 선정한 후 동서남북 4방향에서 격자형
조사구(50×50㎝)를 설치하고 조사구 안의 낙엽을 채취한 후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표 2).
<표 2> 선녀벌레고치벌 월동개체 조사(2020)
해발고(m)

월동개체수

338

0

332

0

283

3

187

0

185

0

<그림 8> 선녀벌레집게벌 월동 고치(해발 28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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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187m 채집지 주변 졸참나무 잎에서 월동 중인 고치를 확인하였다
(그림 9).

<그림 9> 선녀벌레집게벌 월동 고치(해발 1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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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망 및 방제

■ 기후변화 및 산림생태계 변화로 미국선녀벌레의 산림 내 발생은 증가할 것
으로 판단되며 높은 발생밀도로 산양삼 재배포지 내 피해 또한 매우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천적(선녀벌레집게벌) 방사 후 밀도조절로 나타나는 생물적 방제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방제효과가 나타난다면 친환경 방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종자 추출물 유래 등 유기농업자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잔류 걱정 없이 방제할
수 있다.
* 검색 사이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https://www.naqs.go.kr/contents/orfLis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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