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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도감은 소나무류, 벚나무류, 단풍나무류, 철쭉(진달래)류 노린재목 해충을 수록하였습니다.

■ 최근 유입되어 큰 피해를 주거나, 이전부터 국내 생활권 수목에 발생하며 주기적인 방제가 필요한 종, 기존에 크게
조명받지는 않았지만 추후 흡즙성 해충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 등을 중심으로 형태, 생태 등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 주 의
- 현재 농약관리법 등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도감에 수록된 해충 종의
화학적 방제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약안정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된 약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이 소유한 나무 방제, 연구, 긴급방제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잎 몇
장 등에 소량으로 살포 후 약해 발생 및 효과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살포 후 약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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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 가로수의 정의와 국내 현황
가로수(생활권 수목)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 있게
식재하는 나무’로 정의되며 (김 등, 2020),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로수의 식재, 관리 등을 위해 1973년부터 산림청을 중심으로 예규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가로수의 식재를 강제하고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160종의 수종이 이용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종 다양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30~50여 종에
달하는 가로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다양한 수목을 이용하는 지역으로는 경남(73종), 전남, 경북(각 55종), 강원(53종) 등이 있다. 반면
전북(27종), 광주(27종) 등은 다소 적은 이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수목의 다양성은 장미과(18%), 소나무과(7.9%), 단풍나무과(7.3%)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물푸레나무과, 참나무과,
측백나무과, 버드나무과, 느릅나무과 순으로 식재 종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나. 노린재목의 종류와 다양성
노린재목은 신시류(Neoptera)에 속하는 목들 중 하나로, 다듬이벌레목, 총채벌레목, 이목과 함께 노린재류 곤충(Hemipteroid)에 속하며,
총채벌레목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총 140여개 과에 8만 3천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진딧물과 깍지벌레 등을 포함하는
진딧물아목, 매미, 매미충, 거품벌레 등을 포함하는 매미아목, 매미와 노린재의 특징이 혼재된 초문아목, 노린재, 소금쟁이 등이 포함된
노린재아목 등 총 4개의 아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매미목에 노린재아목 이외의 모든 노린재목 곤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5년 분자계통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매미목을
격하시키고 노린재목으로 통합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린재목 중에서는 진딧물아목이 가장 먼저 나뉘고, 매미아목, 초문아목,
노린재아목 순으로 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린재목은 종 다양성에 맞게 높은 형태적 다양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0.5~120mm에 이르는 소형에서 대형을 아우르는 몸길이, 턱과
주둥이 등을 포함한 구기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빠는 입, 길고 가는, 또는 짧고 짧은 강모 형태로 발달된 더듬이, 머리 양 측면에 위치한 한
쌍의 겹눈, 0~3개의 홑눈, 사다리꼴 또는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앞가슴등판, 전체가 막질이거나, 혁질부와 막질부로 이루어진
앞날개, 삼각형의 작은방패판 등이 있다.

010

I. 서론

다. 노린재목의 주요 하위 분류군

▶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가 루 이 상 과 ( A ley ro d o i d e a ) , 진 딧 물 상 과 ( A p h i d o i d e a ) , 깍 지 벌 레 상 과 ( Co cco i d e a ) , 나 무 이 상 과 ( P s y l lo i d e a ) ,
뿌리혹벌레상과(Phylloxeroidea)의 5개 상과가 포함되어 있다. 진딧물아목에 속한 종들은 길고 가는 더듬이, 머리의 후반부에서 발달된
구기, 측면부터 지붕 형태로 비스듬하게 덮이는 날개, 전체가 막질로 이루어진 날개, 퇴화된 산란관, 1마디 또는 2마디의 발톱마디 등이
있다. 진딧물류를 중심으로 날개가 없는 무시충과 유시충이 같이 나타나며, 일부 깍지벌레류에서는 성충 시기에 다리와 더듬이까지 퇴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분비관과 분비공, 털이 발달하게 된다.

겹눈

더듬이

앞날개

구기(주둥이)

뒷날개

넓적다리마디

발톱 마디
종아리마디

뿔관

<진딧물아목(진딧물류)의 외부형태>
<좌: 애느릅알락진딧물(유시충), 우: 왕벚나무혹진딧물(무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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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딧물아목(깍지벌레류)의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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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진딧물아목은 거의 모든 종들이 초식성이며, 흡즙성 해충으로 주요 농작물을 가해하는 종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또한, 나무이상과를
제외한 다른 상과들은 기주식물에 서식하면서 일부 유시충을 제외하면 적은 이동성을 보인다. 더 나아가 깍지벌레상과에 속하는 종들의
암컷은 성장하면서 다리, 더듬이 등과 같은 주요 부속지 및 신체 기관이 퇴화하고 외부의 충격 등 다양한 요인에서 몸을 보호하는 분비물로
몸을 덮는 특성을 보인다. 진딧물아목 분류군 중 일부 면충류는 기주식물의 조직에 혹을 만들어 내부에 서식하기도 한다.
일부 진딧물상과 곤충은 두 종류의 기주를 가지는 특이적인 생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목화진딧물이 그 예 중 하나인데, 목화진딧물의
일반적인 생활사는 이른 봄 월동기주(일차 기주)에서 깨어난 간모 형태의 진딧물로부터 시작된다. 간모 형태의 진딧물이 산란한 첫 세대의
진딧물들은 모두 무시형으로 단위생식을 통해 번식을 되풀이하다가 일차기주의 생장이 둔화될 시기에 날개를 가진 유시형 세대를 낳아
이차기주로 이동하여 단위생식으로 번식을 이어나간다. 이차기주는 대부분 초본류이며 생활사를 이어나가던 진딧물은 이차기주의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다시 일차기주로 이주하여 유시형 수컷과 산란모 개체를 낳는다. 이들은 교미후 새순이 생기는 부위에 알을 낳게 되어 월동
후 생활사를 반복한다.

<목화진딧물의 연간 생활사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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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아목 (Auchenorrhyncha)
매미아목 또한 진딧물아목과 같이 모든 종들이 초식성을 보이며, 흡즙성 해충으로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종들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진딧물아목과는 달리 이동성이 다소 높은 편이며, 뒷다리와 날개가 발달되어 있고 특히 뒷다리는 도약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먼
거리의 이동에 용이하다. 특이적으로, 매미아목 중 매미과에 속하는 종은 배마디 일부의 변형을 통해 발성 기관이 있다. 약충 시기에는
날개가 발달하지 않으며, 종령 단계에서 날개싹이 나고 성충이 되어서 비행이 가능해진다. 보통은 기주식물의 줄기에 붙어 약충 시기를
보내지만, 매미와 같이 지면 아래에서 오랜 시간동안 약충 시기를 보내는 종도 있다.

<매미아목의 외부형태. 좌: 솔거품벌레, 우: 야고뿔매미>

▶ 노린재아목 (Heteroptera)
노린재아목에는 갯노린재하목(Leptopodomorpha), 노린재하목(Pentatomomorpha), 머리목노린재하목(Enicocephalomorpha),
빈대하목(Cimicomorpha), 소금쟁이하목(Gerromorpha), 장구애비하목(Nepomorpha), 좁쌀노린재하목(Dipsocoromorpha) 등 7개
아목으로 구성되며, 식식성을 보이며 주요 흡즙성 해충인 종들은 노린재하목과 빈대하목에 집중되어 있다. 형태적 다양성이 매우 높지만,
일반적으로 3~5마디로 이루어진, 길고 가늘거나 일부가 변형된 더듬이, 사다리꼴에 가까운 앞가슴등판과 삼각형의 작은방패판, 등면을
넓게 덮으며 막질부와 혁질부가 혼재된 앞날개 등이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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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재아목의 외부형태 - 네점박이노린재>

노린재아목에는 육식성, 초식성, 균식성 등 다양한 식성을 보이는 종들이 포함되며, 일부는 작물 해충을 먹이로 하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초식성 종들 중에는 주요 작물을 가해하는 흡즙성 해충이 많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을 비롯한 일부 종은 활동 가능 반경이
수십 km에 이를 정도로 활동성이 좋고, 농약 등의 살포 시 주변 기주로의 이동이 가능하여 완전한 방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약충
시기에는 날개가 발달하지 않으며, 종령 단계에서 날개싹이 나고 성충이 되어서 비행이 가능해진다. 보통은 소수의 개체가 기주식물에서
개별적인 활동 양상을 보이지만, 일부 허리노린재나 긴노린재류 곤충은 진딧물아목의 종들과 유사하게 군서 생활을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 초문아목 (Coleorrhyncha)
초문아목은 노린재목 중 가장 작은 아목으로, 멸종하여 화석 상태로 확인되는 3개의 과와 Peloridiidae라는 이끼류에서 서식하는 1개
과를 포함한다. 유의한 흡즙성 해충으로 확인된 종은 없으며, 위아래 폭이 좁고 양 측면으로 길게 발달한 머리, 막질에 가까우며 시맥이
두드러지는 앞날개 등의 주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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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 수종 및 흡즙성 해충 현황
흡즙성 해충은 빠는 입을 이용해 식물의 줄기, 열매, 꽃, 뿌리 등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며 조직 변형, 식물병 매개, 광합성 및 생장 저해
등을 유도한다. 특히 노린재목에서는 수많은 종들이 해충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중 깍지벌레류, 진딧물류, 나무이류, 방패벌레류, 노린재류
분류군에는 산림 돌발해충도 다수 포함한다.
국내 종 중의 돌발해충 뿐 아니라, 외래 침입 해충에서도 노린재목 곤충은 높은 비중을 보인다. 최근까지 확인된 외래침입 곤충종 170여종
중 노린재목은 20%에 육박하는 35종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다수의 외래종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몇몇 종들은 국내 생태계에
유의한 수준의 피해를 준다. 대표적으로, 국내 수목과 과수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준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노린재목의
매미아목에 속하고, 2010년들어 국내 소나무류에 발생하며 점차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허리노린재도 노린재류 곤충에 속한다.
이번 도감에서는 국내에서 높은 수목 다양성을 보이며, 식재 또한 많이 되어 있는 수종을 중심으로 해충종을 소개하였다. 우선 식재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장미과에 속하는 벚나무류(Prunus spp.), 소나무류(Pinus spp.), 단풍나무류(Acer spp.)가 선정되었고, 이용 종
수는 적지만 국내 전역에 폭넓게 식재된 느릅나무과,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느티나무(Zelkova serrata )까지 총 3종류의
활엽수류, 1종류의 침엽수류가 선정되었다. 소나무류 수종 중에서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 잣나무(Pinus koraiensis ), 곰솔(Pinus

thunbergii )의 3종을 집중 조사 수종으로 선택하였다.
기존 문헌 등을 확인한 결과, 대상 수종에서 총 114종의 흡즙성 해충이 확인되었다. 벚나무류가 55종으로 해충종 서식이 가장 많았고,
단풍나무류(37종), 느티나무류(29종), 소나무(16종), 잣나무(15종) 곰솔(13종)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수행한 현지 조사를 통해 기존 114종에서 35종이 새로이 추가되고, 육식성을 보이거나 기주
여부가 불명확해 대상 수종의 흡즙성 해충으로 보기 어려운 8종이 제외되어 총 11상과 24과 89속 141종으로 해충종 목록이 정리되었다.
최종 결과에서는 벚나무류가 69종으로 해충종 서식이 가장 많았고, 단풍나무류(42종), 느티나무류(32종), 소나무(22종), 잣나무(16종)
곰솔(13종)이 그 뒤를 이었다.
확인된 주요 해충종 141종 중, 최근 유입되어 큰 피해를 주거나, 이전부터 국내 작물에 발생하며 주기적인 방제가 필요한 종, 기존에
크게 조명받지는 않았지만 추후 흡즙성 해충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종 등을 중심으로 형태, 생태 등의 세부 사항을 설명한 기재문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진딧물아목 3상과 8과 38속 64종, 매미아목 4상과 8과 17속 18종, 노린재아목 4상과 6과 15속 18종을 포함한
총 100종에 대한 기재문이 본 도감에서 종별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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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나무류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Hemipteran
pests on
Prun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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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벚나무류 (Prunus spp.)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는 국내에서 폭넓게 식재되는 수종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봄철 개화기를 전후로 한 행사 등과, 조경상의 이점으로
인해 식재 면적이 넓어졌으며, 이에 따라 벚나무에 서식하는 해충종 또한 분포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까지 약 460여종의 해충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노린재목 흡즙성 해충은 72종에 이른다. 본래 잎을 갉아먹는 나비목, 대벌레, 풍뎅이류와, 줄기
등에 구멍을 내는 천공성 해충인 하늘소류 및 나무좀류가 주요 해충으로 간주되나,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의 외래 흡즙성
해충종을 중심으로 흡즙성 해충의 피해도 부각되고 있다.
[벚나무류에서 출현하는 흡즙성 해충 목록]
아목

과

학명

국명

거품벌레과

Aphrophora pectoralis

거품벌레*

Cercopidae

쥐머리거품벌레과

Eoscartopsis assimilis

쥐머리거품벌레*

Cicadidae

매미과

Cryptotympana atrata

말매미

Cicadidae

매미과

Oncotympana fuscata

참매미

Cixiidae

장삼벌레과

Reptalus quadricinctus

네줄박이장삼벌레*

Flatidae

선녀벌레과

Geisha distinctissima

선녀벌레*

Flatidae

선녀벌레과

Metcalfa pruinosa

미국선녀벌레*

꽃매미과

Lycorma delicatula

주홍날개꽃매미*

큰날개매미충과

Euricania facialis

부채날개매미충*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Orosanga japonica

일본날개매미충*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Ricania sublimata

갈색날개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Arboridia apicalis

두점박이애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Bothrogonia japonica

끝검은말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Cicadella viridis

말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Empoasca vitis

괴테애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Naratettix koreanus

띠띤애매미충*

Fulgoridae
매미아목
(Auchenorrhyncha) Ricani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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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

과

과(국명)

학명

국명

Cicadellidae

매미충과

Orientus ishidae

이시다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Petalocephala engelhardti

우리귀매미*

Cicadellidae
매미아목
Cicadellidae
(Auchenorrhyncha)
Membracidae

매미충과

Typhlocyba quercussimilis

벚나무애매미충

매미충과

Zygina yamashiroensis

대구애매미충*

뿔매미과

Butragulus flavipes

뿔매미

Membracidae

뿔매미과

Machaerotypus sibiricus

외뿔매미

Membracidae

뿔매미과

Tricentrus yagoi

야고뿔매미*
매미아목 9과 23속 23종

소계

노린재아목
(Heteroptera)

Rhyparochromidae

무늬긴노린재과

Paradieuches dissimilis

갈색무늬긴노린재*

Tingidae

방패벌레과

Stephanitis nashi

배나무방패벌레*

Pentatomidae

노린재과

Glaucias subpunctatus

기름빛풀색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alyomorpha halys

썩덩나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obtusa

네점박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Lelia decempunctata

열점박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Nezara antennata

풀색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Plautia stali

갈색날개노린재*
노린재아목 3과 8속 8종

소계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Aphidiidae

진딧물과

Aphis gossypii

목화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Aphis odinae

붉나무소리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Aphis spiraecola

조팝나무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Hyalopterus pruni

복숭아가루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cerasi

매화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mushaensis

왕벚나무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persicae

복숭아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seigesbeckiae

벚나무노랑혹진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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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022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과

과(국명)

학명

국명

Aphidiidae

진딧물과

Ovatus crataegarius

박하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Pseudomegoura magnolia

목련볼록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Rhopalosiphum nymphaeae

연테두리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Rhopalosiphum padi

기장테두리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Rhopalosiphum rufiabdominale

붉은테두리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artemisiae

쑥잎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higansakurae

고창벚잎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liaoningensis

만주잎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misakurae

모리츠잎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momonis

복숭아잎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sakurae

벚잎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sasakii

사사키잎혹진딧물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eroplastes ceriferus

뿔밀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eroplastes japonicas

거북밀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Didesmococcus koreanus

진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Eulecanium cerasorum

포도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Eulecanium kunoense

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Sphaerolecanium prunastri

오얏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Takahashia japonica

줄솜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Comstockaspis perniciosa

샌호제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epidosaphes ulmi

사과굴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seudaulacaspis cockerelli

식나무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아목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과

과(국명)

학명

국명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seudaulacaspis prunicola

벚나무깍지벌레*

Eriococcidae

주머니깍지벌레과

Kuwanina parva

벚나무붉은깍지벌레

Monophlebidae

이세리아깍지벌레과

Drosicha howardi

하워드짚신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Atrococcus pacificus

대양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araputo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henacoccus aceris

긴솜깍지벌레붙이*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henacoccus pergandei

큰솜깍지벌레붙이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소계

진딧물아목 6과 23속 41종

총

총 9상과 18과 54속 72종

*표시한 종은 본 도감에 기재문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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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분

류

거품벌레
Aphrophora pectoralis Matsumura, 1903
Willow froghopper

매미아목(Auchenorrhyncha), 거품벌레과(Aphrophor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 식물의 신초 가지에 거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식물체를 흡즙한다. 흡즙 시 생장 저해와 거품으로 인한 미관
저하가 일어난다. 또한, 산란 시 주변의 식물 조직이 죽기도 한다.

기 주 식 물

오리나무류, 쑥, 자작나무, 소나무류, 버드나무류 등 다양한 기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 Huh, 2001). 주로
버드나무류 식물을 기주로 하며,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 식물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연 1회 발생하며, 알 상태로 버드나무 등의 새순 주변에서 월동한다. 5~6월경 활엽수류 식물에 신초가 자라날 때 신초에
약충 상태로 붙어 기주를 흡즙하며, 7월 중순경까지 거품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다. 6월 말경부터 성충이 나타나며,
식물체를 흡즙한다. 성충 시기에는 거품을 분비하지 않는다.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월동을 위한 산란을 하며, 한번에
약 10개의 알을 낳는다. (Nozawa & Ohgushi, 2002)

형

태

약충 시기에는 희고 투명한 거품을 만들어 몸을 덮은 상태로 발견된다. 성충은 9~11mm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보통 황갈색이다. 머리와 가슴부 중앙을 따라 밝은 색의 융기된 세로선이 있으며, 눈은 머리 양 옆에 위치하고 더듬이는
얇고 짧다. 앞날개의 조상부와 날개 기부는 황갈색이고, 날개 후반부 및 외곽은 반투명하고 갈색을 띤다. 앞날개에는
개체에 따라 밝은 색의 무늬가 얼룩덜룩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천

적

약충의 경우 유의한 기생종이 발견된 기록은 없으나, 같은 속에 속하는 거품벌레류 성충이 머리파리과 등의 곤충에 의해
기생당한다는 기록이 있어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이 있다. (Linnane & Osgood, 1977).

024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거품벌레의 표본사진-등면

거품벌레의 표본사진-측면

거품벌레 성충

거품벌레 성충-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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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분

류

쥐머리거품벌레
Eoscartopsis assimilis (Uhler, 1896)

매미아목(Auchenorrhyncha), 쥐머리거품벌레과(Cercop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 식물의 신초 가지에 거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식물체를 흡즙한다. 흡즙 시 생장 저해와 거품으로 인한 미관
저하가 일어난다.

기 주 식 물

활엽수류 식물을 기주로 하며, 오리나무류, 감나무류, 아광나무, 사과나무류, 사시나무 등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었다
(Kwon & Huh,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 식물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5월~9월까지 주로 발견되며, 유충은 5월부터 관찰된다. 약충 시기에는 거품으로 몸을 덮고 그 안에서 식물체를
흡즙하며, 6월부터 나타나는 성충 시기에는 거품을 내지 않는다.

형

태

약충 시기에는 희고 투명한 거품을 만들어 몸을 덮은 상태로 발견된다. 머리와 가슴은 광택이 있고 검으며, 배는
말단부를 제외하고 어두운 붉은 빛을 띤다. 성충은 6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색의 변이가 심하나 보통
암갈색에서 적갈색을 띤다. 머리는 색이 검고 눈이 머리 양 옆에 위치하며, 더듬이는 얇고 짧다. 앞가슴등판은 기부의
색이 검고 후반부는 담갈색에 가깝다. 앞날개는 전체가 담갈색에서 암갈색을 띠며, 개체에 따라 적갈색에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 앞날개 말단부는 다소 위를 향하며, 뭉툭한 곡선형의 윤곽을 띤다.

천

026

적

아직 효과가 있는 생물학적 방제가 가능한 종은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쥐머리거품벌레 성충(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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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분

류

네줄박이장삼벌레
Reptalus quadricinctus (Matsumura, 1914)

매미아목(Auchenorrhyncha), 장삼벌레과(Cixi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잎과 줄기 등에 붙어 흡즙하며, 생장 저해, 변형, 조직 괴사 등을 일으킨다.

기 주 식 물

감자 등이 기존에 기주로 알려져 있으며 (Kwon & Huh,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 식물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6~7월에 활엽수류 식물에서 주로 관찰되며, 잎 뒤나 줄기에서 발견된다.

형

5~6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반투명한 바탕에 넓고 암갈색을 띠는 가로줄 무늬가 네 개 있다. 머리와 가슴은

태

색이 어둡고, 미세한 회백색 가루가 덮여 있다. 머리는 위아래로 길고, 겹눈이 양옆에 달려 있다. 앞날개는 반투명하고,
암갈색 가로줄 무늬 네 개가 있다. 이 중 2번째와 3번째 줄무늬의 사이에는 얼룩덜룩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점이
관찰된다. 앞날개 시맥 전체에는 미세한 갈색 점이 퍼져 있다. 날개의 끝은 둥근 유선형이며, 날개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지 않고 m자에 가까운 윤곽을 보인다.
천

028

적

아직 효과가 있는 생물학적 방제가 가능한 종은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네줄박이장삼벌레 성충(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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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분

류

선녀벌레
Geisha distinctissima (Walker, 1858)
Green Broad-Winged Planthopper

매미아목(Auchenorrhyncha), 선녀벌레과(Flatidae)

국 내 분 포

전남, 경남 등의 남부 지방 및 제주도

국 외 분 포

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는 왁스를 내뿜으며 광합성을 저해하는 그을음을 유발하고, 식물체의 줄기 등에 붙어 흡즙한다. 성충
시기에도 식물체를 흡즙하나 왁스는 내뿜지 않는다. 성장 저해, 조직 변형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귤 등에 발생
시 과실의 낙과가 일어난다. 같은 과의 미국선녀벌레에 비해 대발생하는 경우가 적어 비교적 흡즙에 의한 피해는
적다.

기 주 식 물

기주 범위가 매우 넓으며, 단풍나무류, 벚나무류의 다수 종들과 귤나무류, 배나무류, 참나무류, 무화과 등에서 기록되었다
(Kwon & Huh, 2001; 국립수목원, 2016). 본 조사에서는 단풍나무 (Acer sp.)에서 확인했다.

발생 및 생태

알은 죽은 가지나 나무 줄기 틈 등에서 월동하며, 5월경부터 약충이 관찰된다. 7~8월경에 성충이 발견되며, 9월에는 죽은
가지 또는 목질부에 월동용 알을 산란한다.

형

태

약충 시기에는 밝은색의 몸체를 흰 왁스로 덮고 있으며, 꼬리 부분에 왁스가 집중적으로 뻗어 있다. 성충은 5~7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밝은 연두색을 띤다. 앞날개는 전체가 밝은 연두색에 말단부 바깥쪽 테두리에서 붉은색 또는
담황색이 얇게 나타난다. 앞날개 시맥은 그물망과 같은 불규칙한 무늬로 나타난다. 몸은 양옆으로 납작하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넓적한 판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천

030

적

집게벌류 곤충이 본 종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후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ta, 2009).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선녀벌레 성충

선녀벌레 성충의 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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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분

류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Say, 1830)
Citrus flatid planthopper, Frosted moth-bug

매미아목(Auchenorrhyncha), 선녀벌레과(Flat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프랑스, 슬로베니아, 영국, 크로아티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그리스, 헝가리, 터키,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루마니아, 러시아 등)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는 왁스를 내뿜으며 광합성을 저해하는 그을음을 유발하고, 식물체의 줄기 등에 붙어 흡즙한다. 성충
시기에도 식물체를 흡즙하나 왁스는 내뿜지 않는다. 성장 저해, 조직 변형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귤 등에 발생 시
과실의 낙과가 일어난다. 대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2010년대 초반 국내에 침입한 이후로 주요 해충으로 자리했다.

기 주 식 물

귤나무, 감나무, 배나무, 아까시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Kim et al., 201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 (Prunus sp.), 단풍나무 (Acer sp.), 느티나무 (Zelkova serrata)에서 확인했다. 활엽수가 주로
기주로 생각되지만, 침엽수인 리기다소나무 등에서도 가해가 확인된 기록이 있다 (홍 등, 2019).

발생 및 생태

연 1회 발생하며, 가지의 목질부 등에서 알로 월동한다. 4월경부터 부화가 시작되며, 가지 등에서 군서하면서 성장한다.
6월부터 성충이 나타나며, 9월경 동면용 알을 산란한다. 2009년 최초 발견 이후 국내에서 넓은 범위의 기주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형

태

약충 시기에는 밝은색의 몸체를 흰 왁스로 덮고 있으며, 꼬리 부분에 왁스가 집중적으로 뻗어 있다. 성충은 5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얼룩덜룩한 회색 또는 회백색이다. 머리의 양 옆에는 밝은 주황빛이 도는 겹눈이 위치하고, 더듬이는 짧고 작다.
앞날개는 기부에 암회색 점무늬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길쭉한 타원형 윤곽을 가진다. 다리는 황백색이다.

천

적

집게벌류 곤충의 일종인 Psilodryinus typhlocybae 가 본 종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Dean & Bailey,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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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미국선녀벌레 약충(단풍나무류)

미국선녀벌레 성충(벚나무류)

벚나무 잎에 군서하는 미국선녀벌레

벚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미국선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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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분

류

주홍날개꽃매미
Lycorma delicatula (White, 1845)
Spotted lanternfly

매미아목(Auchenorrhyncha), 꽃매미과(Fulgoridae)

국 내 분 포

제주 외 전역

국 외 분 포

인도, 방글라데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일대, 미국

피 해 형 태

번식력이 좋으며, 다수의 개체가 한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식물을 흡즙해 가해하고, 배설물을 식물체에 덮어 광합성 등을
방해하고 생장을 저해하거나 조직 기형 등을 유발한다. 과수를 흡즙할 시에는 상품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한다.

기 주 식 물

가죽나무, 포도나무류, 배나무류, 사과나무류, 벚나무류 등 다양한 식물을 기주로 하며,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연 1회 발생하며, 알은 기주식물 수피 등에 붙어 월동한다. 5월 말부터 약충이 나오기 시작해, 7월 말에 성충이 된다.
이후 9~10월경 산란을 시작한다. 이때 1개체당 한번에 30~40개씩, 총 4~500여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밭수목원, 2009).

형

태

약충 시기 초기에는 검은 바탕에 흰색의 점무늬가 퍼져 있으며, 머리의 폭이 좁고 배 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4~5령을
지나며 붉은색 무늬가 몸체에 나타난다. 성충은 밝은색의 몸체를 흰 왁스로 덮고 있으며, 꼬리 부분에 왁스가 집중적으로 뻗어
있다. 성충은 15~20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날개를 폈을 경우 40~60mm정도이다. 등면은 연주홍빛 바탕을 가리고,
앞날개 기부에서 2/3까지는 크고 둥근 점들이 불규칙적으로, 말단부 1/3정도부터는 바탕이 검어지고 그 위에 연주홍빛 시맥이
무늬를 이룬다. 뒷날개는 기부가 붉고 점무늬가 있으며, 중앙부에는 흰빛이, 말단부에서는 검은빛이 나타난다. 다리는 전체가
검으며, 뒷다리가 도약을 위해 다른 다리에 비해 발달되어 있다.

천

적

벼룩좀벌과 (Eupelmidae)의 Anastatus속에 속하는 기생벌류가 해당 종의 알 등에 기생하여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ABI, 2021; Kim et al., 2011), 2018년에는 대량증식법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034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주홍날개꽃매미의 군서

주홍날개꽃매미 약충

주홍날개꽃매미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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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분

류

부채날개매미충
Euricania facialis (Walker, 1858)

매미아목(Auchenorrhyncha), 큰날개매미충과(Ricaniidae)

국 내 분 포

충남, 경기, 전남, 강원 등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미크로네시아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는 내뿜는 감로와 왁스 등으로 식물체를 덮으며, 기주를 흡즙하여 광합성을 방해하고 생장 저해를 유발한다.
또한, 성충 시기에 줄기에 알을 낳으며 식물 조직을 손상시킨다.

기 주 식 물

감나무, 뽕나무, 차나무, 귤나무류 및 벚나무류 식물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 Huh,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알로 동면하며, 5월 이후에 약충이 나오고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성충이 관찰된다.

형

약충 시기에는 연두색 몸체에, 꼬리 쪽에 가늘고 곧게 뻗은 다수의 실과 같은 왁스를 가진다. 성충은 10mm 내외의

태

몸길이를 가지며, 몸체는 흑갈색에 미세한 금빛 가루로 덮여 있다. 앞날개는 넓은 삼각형에, 투명하여 배마디가 비친다.
앞날개 테두리는 검고, 전면부 외곽에 연갈색 무늬가 있다. 신부날개매미충과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가졌으나, 앞날개
하단부에 암갈색 테두리가 더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발달된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천

적

매미기생나방과 (Epipyropidae)에 속하는 일부 종들이 Euricania속의 매미충류에 기생한 기록이 있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Xu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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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부채날개매미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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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분

류

일본날개매미충
Orosanga japonica (Melichar, 1898)

매미아목(Auchenorrhyncha), 큰날개매미충과(Ricani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는 내뿜는 감로와 왁스 등으로 식물체를 덮으며, 기주를 흡즙하여 광합성을 방해하고 생장 저해를 유발한다.
또한, 성충 시기에 줄기에 알을 낳으며 식물 조직을 손상시킨다.

기 주 식 물

기주식물: 단풍나무류, 두릅, 귤나무류, 비파나무, 호랑가시나무, 배나무류 등 다양한 수종에서 발견되며 (Kwon & Huh,
2001), 기주 범위가 매우 넓다.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알로 동면하며, 5월 이후에 약충이 나오고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성충이 관찰된다.

형

약충 시기에는 황백색 무늬가 있는 연갈색 몸체에, 꼬리 쪽에 가늘고 곧게 뻗은 다수의 실과 같은 왁스를 가진다. 성충은

태

10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몸체는 갈색에 미세한 금빛 가루로 덮여 있다. 앞날개는 넓은 삼각형이고, 갈색 바탕에
투명하고 넓은 가로줄 2개가 가로지른다. 말단부 줄무늬 주변으로는 검고 굽은 무늬가 나타난다. 날개의 테두리는
빗금과 같은 시맥이 밀도있게 있으며, 하단부 테두리에 가늘고 검은 줄무늬가 가로지른다.
깡충좀벌류 (Encyrtidae)의 Eugahania 등 일부 종들이 Petalocephala 속의 매미충류에 기생한 기록이 있어, 생물학적
천

038

적

방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일본날개매미충 성충 표본 - 등면

일본날개매미충 성충 표본 – 측면

일본날개매미충 성충의 가해

일본날개매미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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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분

040

류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ublimata Jacobi, 1916
Brown winged cicada, Brown ricaniid planthopper

매미아목(Auchenorrhyncha), 큰날개매미충과(Ricaniidae)

국 내 분 포

제주 외 전역

국 외 분 포

대만, 중국, 일본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는 내뿜는 감로와 왁스 등으로 식물체를 덮으며, 기주를 흡즙하여 광합성을 방해하고 생장 저해를 유발한다.
또한, 성충 시기에 줄기에 알을 낳으며 식물 조직을 손상시킨다. 번식력이 좋아 다른 큰날개매미충류 종들에 비해 그
피해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기 주 식 물

국내에서는 노린재나무, 노박덩굴, 느티나무, 화살나무, 엄나무, 두릅나무, 때죽나무, 멍석딸기, 복분자, 산딸기,
상수리나무, 산수유, 싸리나무, 자귀나무, 조록싸리, 철쭉, 영산홍, 해바라기, 달맞이꽃, 까마중 등의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병꽃나무, 가죽나무, 갈참나무, 개모시, 고욤나무, 대추나무, 때죽나무, 매실나무, 벚나무, 조팝나무,
산딸기, 버드나무, 산철쭉, 층층나무 등에 산란하는 것이 알려졌으며, 62과 138여종의 식물에서 발견되었다. 그 외
소나무, 잣나무, 주목 등의 침엽수에서 발견 기록이 있고,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 및 단풍나무류 (Acer
sp.)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Choi et al., 2017; Park & Jung, 2020).

발생 및 생태

1년에 1회 발생한다. 5월에 동면하던 알들이 깨어나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며, 8월부터 성충이 나오기 시작한다. 성충은
11월까지 생존하는데, 기주의 줄기 등에 2줄로 동면할 알을 산란한다. 2010년대부터 국내에 침입하여 다양한 기주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형

태

약충 시기에는 작고 검은 점무늬가 있는 황백색 몸체에, 꼬리 쪽에 넓고 미세한 실이 뭉친 형태의 백색 또는 황색의 왁스를
가진다. 성충은 13~15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몸의 윤곽은 넓은 삼각형이며, 앞날개 테두리의 흰색 무늬 한 쌍을
제외하면 전체가 암갈색을 띤다. 다리는 넓적다리마디가 흑갈색 또는 암갈색을, 종아리마디는 갈색을 띤다.

천

적

최근 날개매미충알벌 (Phanuromyia ricaniae )가 본 종의 알에 기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Nam et al., 2020),
생물학적 방제인자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Jeon et al., 202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벚나무에서의 갈색날개매미충 및 미국선녀벌레 피해

갈색날개매미충의 알 (벚나무)

소나무류에서 발견된 갈색날개매미충 약충

갈색날개매미충 약충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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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분

류

끝검은말매미충
Bothrogonia japonica (Fabricius, 1787)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매미충과(Cicadell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인도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번식력이 좋아 다른 매미충류 종들에 비해 그 피해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기 주 식 물

기주 범위가 매우 넓어 두릅, 귤나무류, 감나무, 비파나무, 무화과나무, 버들, 콩류, 사과류, 뽕나무류, 벚나무류 등 매우
다양한 활엽수에서 발견된다 (Kwon & Huh,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확인되었다.

발생 및 생태

본 종은 성충으로 월동하며, 잔가지나 수피 틈에서 종종 발견된다. 3월 초부터 발견되며, 약충은 5~7월 사이에 관찰된다.
9월이 지나 동면기 전에는 성충 다수가 모여 흡즙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산림청, 2014a).

형

태

약충은 황백색을 띠며, 종령 약충에서 날개싹이 두드러진다. 성충은 몸길이 11~14mm이며. 다소 길쭉한 체형을
가진다. 등면은 황록색이고 사후에는 주황색 등으로 변색되는 경우가 있다. 머리 중앙부에는 둥근 점무늬가 하나 있다.
앞가슴등판에는 3개의 점무늬가 있고, 작은방패판 기부와 일부 무늬가 이어진다. 작은방패판 중앙에는 둥근 점무늬가
하나 있다. 앞날개는 기부에 작은 검은 무늬가 하나 있고, 날개의 끝은 넓게 검은빛을 띤다. 다리는 암갈색이고,
종아리마디와 발톱마디 기부는 색이 희다.

천

적

포식성 천적으로 무당벌레류, 풀잠자리류, 거미류 등이 알려져 있다. 집게벌과 (Dryinidae)가 매미충과 곤충에 기생하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본 종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천적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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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끝검은말매미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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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분

류

말매미충
Cicadella viridis (Linnaeus, 1758)
The green leafhopper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매미충과(Cicadell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유럽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번식력이 좋아 다른 매미충류 종들에 비해 그 피해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기 주 식 물

사과나무, 닥나무, 귤나무, 감나무, 무화과나무, 콩류, 뽕나무류, 벚나무류, 배나무류, 장미, 버들 등 다양한 식물을
기주로 한다.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Kwon & Huh, 2001).

발생 및 생태

연 2회 이상 발생하며, 논밭이나 산, 들의 초지에서 주로 채집된다. 6~9월에 국내 전역에서 흔히 발견된다.

형

약충은 황백색을 띠며, 종령 약충에서 날개싹이 두드러진다. 성충은 몸길이 9mm 내외이며. 다소 길쭉한 체형을 가진다.

태

등면은 연두색이고, 황록색 등의 변이가 있다. 머리의 중앙부에는 검은 점무늬가 한 쌍 있고, 더듬이는 얇은 실과 같은
형태이다. 앞날개는 연두색이고, 말단부는 넓게 회갈색을 띤다. 다리는 전체가 황록색이며, 뒷다리가 다른 다리에 비해
길고 크게 발달되어 있다.
천

적

총채벌과 (Mymaridae)에 속하는 Anagrus breviphragma가 말매미충의 알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Benelli et al.,
2016),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044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말매미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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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분

류

띠띤애매미충
Naratettix koreanus (Matsumura, 1915)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매미충과(Cicadellidae)

국 내 분 포

제주도 제외 전역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닥나무류, 밤나무, 사과류, 뽕나무류, 벚나무류, 배나무류, 참나무류, 장미 등 다양한 식물에서 확인되었으며 (Kwon &
Huh,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봄에서 여름 (4~8월)까지 국내의 산림 및 관목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자세한 생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형

3.5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밝은 연두색 바탕에 백색과 갈색 계열의 무늬가 나타난다. 머리는 앞으로 다소

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밝은색의 무늬가 두 쌍 존재한다. 앞가슴등판과 설상부에도 대칭형의 밝은 무늬가 있다.
앞날개는 중앙부에 넓게 갈색 가로 방향의 줄무늬가 있으며, 말단부 주변으로는 한 쌍의 작은 암갈색 점무늬가 있다.
다리는 황백색이다.
천

적

집게벌과 (Dryinidae)가 매미충과 곤충에 기생하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본 종에 대한 특이성이 높은 천적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046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띠띤애매미충 성충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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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분

류

우리귀매미
Petalocephala engelhardti Kusnezov, 1931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매미충과(Cicadellidae)

국 내 분 포

제주도 제외 전역

국 외 분 포

러시아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참나무류, 소리쟁이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 Huh,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3월 이후 초봄에 약충이 발견되기 시작하며, 성충은 봄에서 여름철 (5~7월)까지 국내의 산림 및 초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자세한 생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형

태

6~8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황갈색이다. 머리-앞가슴등판-작은방패판의 중앙부는 외곽에 비해 색이
연하다. 머리는 앞가슴등판과 길이가 비슷할 정도로 세로폭이 넓고, 겹눈이 양옆에 위치한다. 앞날개는 반투명한
황갈색으로, 미세한 암갈색의 점이 조상부를 중심으로 퍼져 있다. 앞으로 다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밝은색의
무늬가 두 쌍 존재한다. 다리는 황갈색이다.

천

048

적

해당 종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수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우리귀매미 성충 (벚나무)

우리귀매미 성충 (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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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분

류

대구애매미충
Zygina yamashiroensis Matsumura, 1916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매미충과(Cicadellidae)

국 내 분 포

경북, 경기, 경남, 충남

국 외 분 포

일본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단풍나무류, 뽕나무류, 포플러, 참나무류, 버드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에서 발견된다 (Kwon & Huh, 2001). 동면 시에는
느티나무 수피 틈에서도 발견되며,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봄~가을에 걸쳐 산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형

3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황백색이고 붉은 무늬가 있다. 머리 중앙부에는 다소 변이가 있는

태

붉은 무늬가 한 쌍 있다. 앞가슴등판에는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붉은 무늬 4개가 있다. 작은방패판은 중앙부가
황백색이고 양쪽 모서리는 연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이 두 색의 경계와 테두리를 따라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
앞날개는 황백색이고, 다소 변이가 있는 길쭉한 붉은 무늬가 사선을 이룬다. 기부 1/3부터 말단부까지 나타나는
무늬는 X자를 이룬다.
천

적

Stethynium 에 속하는 총채벌과 (Mymaridae)가 본 종이 속하는 Zygina 속에 기생하는 것은 알려져 있어 (Jacob et al.,
2006),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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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대구애매미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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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분

류

야고뿔매미
Tricentrus yagoi Kato, 1940
Korean horn treehopper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뿔매미과(Membracidae)

국 내 분 포

강원, 경기, 경북, 경남

국 외 분 포

없음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알려진 기주정보가 많지 않으며,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Kwon & Huh, 2001).

발생 및 생태

초여름에서 가을철 (6~9월)까지 국내의 산림 및 초지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자세한 생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형

7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암갈색에서 흑갈색을 띤다. 머리는 양 옆으로 넓으며, 겹눈이 측면에 자리한다.

태

앞가슴등판은 머리 부분을 덮게 발달하여 등면 쪽에서 머리가 보이지 않으며, 앙 측면에 두꺼운 뿔이 발달되어 있고,
후반부에도 작은방패판을 넘어 앞날개까지 닿는 긴 뿔이 자리한다. 중앙부에는 광택이 있고 붉은 빛이 도는 얇은
융기선이 두드러진다. 가슴마디는 흰빛을 띤다. 작은방패판은 앞가슴등판에 덮여 있으며, 측면에 흰 무늬가 있다.
앞날개는 반투명한 갈색이고 시맥이 진하게 두드러진다. 다리는 암갈색이며, 약하게 붉은 빛이 돈다. 종아리마디는
연갈색인 개체도 있다.
천

052

적

해당 종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수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야고뿔매미 성충 – 등면

야고뿔매미 성충 –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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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분

류

갈색무늬긴노린재
Paradieuches dissimilis (Distant, 1883)

노린재아목(Heteroptera), 무늬긴노린재과(Rhyparochr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열매를 주로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모시풀류 식물에서 발견되었던 기록이 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4~8월까지 초지 및 산림의 기주식물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동성이 매우 높으며, 기주식물의 다양한 조직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간혹 지표에서도 채집된다.

형

태

몸길이는 6mm 내외이며, 길쭉한 타원형의 체형을 가진다. 등면은 흑갈색, 연갈색, 적갈색 등이 혼재되어 있다. 머리는
전면부가 뾰족하게 앞으로 나와 있고, 흑갈색이다. 앞가슴등판은 전반부는 폭이 좁고, 후반부는 폭이 넓으며 측면이
적갈색을 띤다. 앞가슴등판 중앙부에는 얇은 백색 가로줄이 나타나며, 이 가로줄과 맞닿는 쪽의 테두리는 넓게 황백색을
띤다. 앞날개는 기부가 황백색이고, 후반부는 적갈색, 암갈색이 넓게 퍼져 있고 테두리 쪽에 한 쌍의 사각형의 황백색
점무늬가 있다. 앞날개 막질부는 기부와 말단부가 황백색이고 중앙부는 갈색을 띤다. 다리는 암갈색에서 갈색을 띤다.
해당 종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수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천

054

적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갈색무늬긴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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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분

류

배나무방패벌레
Stephanitis nashi Esaki & Takeya, 1931
Pear lace bug

노린재아목(Heteroptera), 방패벌레과(Tingidae)

국 내 분 포

강원, 경기, 경북, 경남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잎 뒤에 군생할 시에 잎의 변색 등이 생긴다.
번식력이 좋으며, 군서하는 경우가 많아 한 기주에 여러 개체가 발견될 시 식물체가 받는 피해가 크다.

기 주 식 물

명자나무류, 사과류, 벚나무류, 배나무류, 장미류 등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기주 주변의 낙엽 밑, 잡초류 주변에서 월동 후, 5월부터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후 동면 전까지 3~4회 발생한다. 알은
주맥 기부에 15~30개씩 낳고, 성충의 분비물로 덮어 보호한다. 약충은 주로 군생하지만, 성충이 되거나 종령 약충에
가까워지면 주변으로 산개한다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2017). 이후 6~9월에는 성충과 약충이 혼재된 상태로 기주의 잎
뒤 등에서 발견되며, 식물체를 가해한다 (홍 등, 2019).

형

태

약충은 둥근 타원형이고, 밝은 황갈색 몸체에 가슴 부분에 한 쌍의 검은 무늬와 넓게 검은 무늬가 있는 배마디를 가진다.
몸 외곽에는 긴 가시돌기가 퍼져 있다. 성충은 3mm 내외의 몸길이에 반투명한 몸체를 가지며, 등면 전체에 그물망과
같은 갈색 무늬가 있다. 더듬이는 전체가 연한 황갈색을 띠고, 끝으로 갈수록 색이 진해진다. 앞가슴등판은 양 측면이
둥근 테두리를 가지고, 중앙부에 융기된 3개의 밝은 줄무늬가 있다. 앞날개는 후반부 테두리가 둥글고, C자형의 암갈색
무늬가 넓게 나 있다. 다리는 전체가 황백색이다.

천

056

적

백강병균류 (Beauveria bassiana )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가 연구된 기록이 있다 (Bai et al., 2016).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배나무방패벌레 성충 - 전면

배나무방패벌레 성충

배나무방패벌레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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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분

류

기름빛풀색노린재
Glaucias subpunctatus (Walker, 1867)
Polished green stink bug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제주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태국 등에서는 과수류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Thailand Nature Project, 2020).

기 주 식 물

편백나무류, 소나무, 잣나무, 곰솔 등의 소나무류 등 침엽수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귤나무류, 감나무류, 뽕나무류,
오동나무류, 벚나무류, 배나무와 같은 활엽수류에서도 확인되는 등 다양한 기주에서 확인되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곰솔 (Pinus thunbergii )에서 채집되었다.

발생 및 생태

활엽수류 기주에서 주로 발견되며, 침엽수에서는 다수의 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다. 성충과 약충은 4~10월에 주로
관찰된다.

형

태

성충은 15~18mm의 몸길이에 연두색의 광택이 있는 길쭉한 타원형의 몸체를 가진다. 머리는 삼각형에 가깝고, 광택이
있는 연두색이다. 더듬이는 연두색이며, 제 3, 4, 5마디 말단부는 갈색을 띤다. 앞가슴등판은 사다리꼴이고, 양 측면
테두리가 얇게 황백색을 띤다. 작은방패판은 연두색에 폭이 넓으며, 끝이 뭉툭하다. 말단부에는 한 쌍의 어두운 색 점이
있으며, 말단부 꼭지점의 윤곽은 황백색이다. 앞날개는 점각이 밀도있게 퍼져 있으며, 배 전체를 덮지 못하여 배마디
측면의 황백색 테두리가 몸의 윤곽을 따라 관찰된다. 다리는 연두색이며, 발톱마디 끝은 갈색을 띤다.

천

적

벼룩좀벌과 (Eupelmidae)의 Anastatus , 검정알벌과 (Scelionidae)의 Trissolcus 등에 속한 종들이 본 종의 알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Matsuo et al., 2016),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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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빛풀색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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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분

060

류

썩덩나무노린재
Halyomorpha halys Stål, 1855
Brown marmorated stink bug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번식력이 좋으며, 한 기주에 여러 개체가 발견될 시
식물체가 받는 피해가 크다. 북미 지역에 최근 침입하였으며, 단기간에 주요 해충으로 자리하였다.

기 주 식 물

우엉, 귤나무류, 누리장나무류, 삼나무, 감나무류, 사과나무류, 뽕나무류, 벚나무류, 배나무류, 정향, 포도나무류 등 매우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 (Prunus sp.), 단풍나무 (Acer sp.),
소나무 (Pinus densiflora ) 등에서 채집되었다.

발생 및 생태

연간 1~2회 발생한다. 나무의 수피나 인공물 등에서 동면 후, 봄철에 나오기 시작해 5~6월에 약충이 발견된다.
9~10월에 성충이 다수 발견되며, 과수류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산란 시에는 기주식물의 잎 뒤에 20~30개의
알을 줄지어 낳는다.

형

태

약충은 1령 시기에는 몸이 둥글고 머리, 가슴부가 검으며, 배 부분은 주황빛에 검은 무늬가 있다. 머리, 가슴은 종령에
가까워지면 갈색으로, 배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 된다. 성충은 13~18mm정도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연갈색에서
암갈색까지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얼룩덜룩한 갈색을 띤다. 더듬이는 4마디-5마디 사이와 4마디 기부에 황백색을
보인다. 앞가슴등판은 전면부에 4개의 흰색 무늬가 있다. 앞가슴등판 앞쪽에 4개의 다소 불명확한 황백색 점이 나타난다.
작은방패판은 길쭉한 삼각형으로, 기부 양 꼭지점에 밝은 무늬가 있다. 앞날개 혁질부는 적갈색과 암갈색이 얼룩덜룩한
무늬를 이룬다. 배면은 보통 색이 희지 않고, 붉은빛을 띠거나 연갈색을 보인다.

천

적

극동 아시아에서는 검정알벌과 (Scelionidae)에 속하는 썩덩큰검정알벌 (Trissolcus japonicus )이 생물학적 방제가
가능한 기생종으로 각광받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검정알벌과 곤충들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Charles et al.,
2019). 그 외에 잎벌레류, 무당벌레, 풀잠자리류가 썩덩나무노린재의 알 또는 약충을 포식할 수 있는 유망 분류군으로
알려져 있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썩덩나무노린재 약충의 가해

썩덩나무노린재 알

썩덩나무노린재 성충(벚나무류)

썩덩나무노린재 1령 약충

썩덩나무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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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분

류

네점박이노린재
Homalogonia obtusa (Walker, 1868)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대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귤나무류, 감나무류, 콩류, 사과류, 칡, 벚나무류, 배나무류, 참나무류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단풍류, 오동나무류,
감나무류, 계요등, 벚나무류, 느릅나무류, 느티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에서 발견되었으며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4~11월에 걸쳐 폭넓게 발생하는 종이며, 성충 상태로 월동 후 봄철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1년에 2세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주식물에서는 6~9월 사이에 주로 볼 수 있다.

형

태

약충은 갈색을 띠며, 배마디의 색이 가슴보다 더 밝다. 성충은 12~14mm정도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얼룩덜룩한
황갈색을 띤다. 머리는 다소 납작하고, 더듬이는 황갈색이지만 제 4마디, 5마디의 색이 검고 제 5마디 기부의 색이 희다.
앞가슴등판 전반부에 4개의 작은 황백색 점이 융기되어 있다. 작은방패판은 삼각형으로, 얼룩덜룩한 흑갈색 무늬가
있다. 다리는 흰빛을 띠고, 넓적다리마디에 작고 검은 점무늬가 산재한다. 배면은 전체가 흰빛을 띠고, 배마디에는 작고
검은 점무늬가 있다.

천

적

검정알벌과 (Scelionidae)에 속하는 천마큰검정알벌 (Trissolcus itoi ), 썩덩큰검정알벌 (Trissolcus japonicus )등이

Homalogonia 속의 알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7; Zheng et al., 2017).

062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네점박이노린재 성충

네점박이노린재 성충-측면

네점박이노린재 성충 표본
야고뿔매미 성충 –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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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분

류

열점박이노린재
Lelia decempunctata (Motschulsky, 1860)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단풍류, 오동나무류, 감나무류, 계요등, 벚나무류, 느릅나무류, 느티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에서 발견되었으며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와 단풍나무류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4~10월에 주로 발견 가능한 종으로, 구체적인 생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형

약충은 색이 밝고, 더듬이 4, 5마디가 검으며, 머리와 앞가슴등판에 검은 점각이 있다. 성충은 16~23mm정도의

태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황갈색에 검은 점각이 밀도있게 나 있다. 앞가슴등판에 4개, 작은방패판에 4개, 앞날개
혁질부에 있는 2개의 점무늬 총 10개의 점이 특징이다. 머리는 뭉툭한 삼각형을 띠고 외곽이 뭉툭하며, 더듬이는 1, 2,
3마디와 4마디 기부가 황백색이고 그 외 4, 5마디가 검다. 앞가슴등판은 양 측면의 꼭짓점이 앞을 향한다. 작은방패판은
길쭉한 삼각형으로, 점각이 명확하고 말단부가 뭉툭하고 색이 밝다. 앞날개 혁질부는 황갈색에 검고 미세한 점각이 있다.
천

064

적

본 종에는 실동충하초류 (Ophiocordyceps )에 속하는 균류가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restha et al., 2017).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열점박이노린재 성충

열점박이노린재 성충 – 등화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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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풀색노린재
Nezara antennata Scott, 1874
Green Stink Bug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번식력이 좋고, 한 기주에 여러 개체가 발견될 시
식물체가 받는 피해가 크다.

기 주 식 물

배추 등 십자화과, 귤나무류, 감나무류, 콩류, 사과류, 벚나무류, 배나무류 등 다양한 식물종에서 발견되었으며,
옥수수 등의 외떡잎식물에서 채집된 기록도 존재한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와
단풍나무류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보통 1년에 2~3회 이상 발생하며, 겨울 동면 4월경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1세대 약충이 5~7월 사이에 나오고,
성충도 6~8월에 주로 발견된다. 2세대는 8월 이후 약충 상태로 발견되며, 성충은 동면 전 늦가을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형

태

1~3령 약충은 몸이 검고 흰색과 주황색의 점무늬가 두드러지나, 종령에 가까워질수록 체색이 녹색을 띤다. 성충은
12~16mm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광택이 적고 연두색을 띤다. 간혹 황색에 연두색 무늬를 가지거나, 앞가슴등판과
머리 일부에 밝은 무늬가 생기는 변이가 있다. 더듬이는 제 3, 4, 5마디 말단이 검고, 그 이외는 황백색이거나 연두색을
띤다. 작은방패판 기부에는 옅은 3개의 황백색 점이 있다. 배마디는 각 체절의 경계부가 검게 나타나며, 앞날개 혁질부
측면을 따라 드러난다.

천

적

벼룩좀벌과 (Eupelmidae), 깡충좀벌과 (Encyrtidae), 기생파리과 (Tachinidae) 등 다양한 분류군의 종들이 Nezara속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 거미류, 쐐기노린재 및 침노린재류 등이 본 종의 포식자로 기능한다.

066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풀색노린재 성충

풀색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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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갈색날개노린재
Plautia stali Scott, 1874
Brown-winged green bug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잎, 줄기, 열매를 비롯한 식물의 다양한 부위를 흡즙하며, 이 과정에서 조직 성장 저해, 변형, 반점 등을 유발한다. 특히
과실수에서 열매를 흡즙할 시 상품가치를 하락시키며, 낙과를 유발한다. 반점 등이 생긴 과실은 반점 주변부의 과육이
스펀지형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홍 등, 2019).

기 주 식 물

밤나무류, 귤나무류, 산사나무류, 콩류, 사과류, 벚나무류, 배나무류, 포도나무류 등 다양한 활엽수에서 발견된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류 (Prunus sp.)와 단풍나무류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연 2회 발생하며, 동면 후 3월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세대의 산란은 5월 중순에 주로 관찰되며, 수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5개 내외의 알을 잎 등에 붙여 둔다. 2세대 약충은 7월부터 나타나 10월까지 성충이 되며, 이후 동면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

형

태

알은 둥근 원통형으로, 연한 갈색을 띠며, 윗부분 테두리를 따라 둥글게 돌기가 나 있다. 약충은 1령기에는 둥근 체형에 몸
전체가 검으며, 등면에 흰 무늬가 두드러지나, 종령의 경우 몸 전체의 색이 녹색이나 암녹색을 띠고 등면부에서 볼 때 배마디
중앙부가 검게 된다. 성충은 9~12mm정도의 몸길이를 가지며, 앞날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두색을 띤다. 가을철에는 색이
진하며 갈색에 가까운 개체도 관찰된다. 머리는 뭉툭한 삼각형을 띠고 중앙부가 튀어나와 있으며, 더듬이 제2, 3, 4마디
말단부가 검다. 앞가슴등판은 검은 점각이 두드러지고, 사다리꼴에 가깝다. 작은방패판은 크고 넓으며, 점각이 명확하고
말단부가 뭉툭하다. 앞날개 혁질부는 암갈색 또는 적갈색을 보이며, 얼룩덜룩하게 연갈색이 보이기도 한다. 다리는
발톱마디 일부를 제외한 거의 전체가 연두색이다.

천

적

특수하게 제작된 노린재용 트랩을 이용하기도 하며, 알, 약충 등을 포식하는 무당벌레, 풀잠자리, 거미류 등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수 있다. 검정알벌과에 속하는 Trissolcus 속에 속하는 종은 기생을 통해 갈색날개노린재의 발생을
저해한다 (Matsuo et al., 2014).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갈색날개노린재 알

갈색날개노린재 1령 약충

갈색날개노린재 약충

갈색날개노린재 성충 (단풍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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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진딧물
Aphis (Aphis) gossypii Glover, 1877
Hypericum aphid, Melon aphid, Cotton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전 세계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잎, 줄기에 서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한다. 식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50여종의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농작물 기주) 가지, 감귤, 감나무, 감자, 거베라, 고추, 국화, 당귀, 도라지, 독활, 두릅나무, 두충, 등깨, 매실, 목화, 미역취, 박,
배나무, 배추, 뽕나무, 사과류, 살구, 상추류, 석류, 수박, 쑥, 아욱, 오이, 용담, 우엉, 일당귀, 작약, 장미, 참깨, 참외, 콩, 토란,
토마토, 포도, 호박, (기타 기주) 가는잎할미꽃, 갈매나무, 갈퀴꼭두서니, 갈퀴나물, 강아지풀, 개나리, 개머루, 고로쇠나무,
고사리, 고추나무, 골등골나물, 곽향, 광대수염, 구와꼬리풀, 구절초류, 긴잎갈퀴, 길뚝사초, 까마중, 까치수영, 꼬리풀,
꼭두서니, 꿀풀, 냉이, 냉초, 노랑물봉선화, 노박덩굴, 능소화, 능수쇠뜨기, 다래, 닭의장풀, 덩굴강남콩, 들깨풀, 떡갈나무,
마가목류, 망초, 미시풀류, 무궁화, 물봉선류, 물황철나무, 민둥갈퀴, 민망초, 민박쥐나물, 바늘엉겅퀴, 바디나물, 바랭이,
방풍, 벚나무류, 백선, 뱀딸기, 별꽃, 병꽃류, 부용, 분홍할미꽃, 비쑥 보리뱅이 사상자, 사철나무, 산미나리아재비, 산팽나무,
삼백초, 새삼, 섬광대나물, 솔나물, 송이풀, 송장풀, 쇠비름, 수박풀, 수세미오이, 순비기나무, 쉬땅나무, 신나무, 싸리, 아이비,
앵초, 얇은잎고광나무, 오동나무, 왕질경이, 용머리, 익모초, 인동, 자란, 접시꽃, 족제비쑥류, 지느러미엉겅퀴, 지칭개, 질경이,
찔레, 참나리, 찹좁쌀풀, 초피나무, 치자나무, 카사블랑카, 코스모스, 콩다닥냉이, 큰까치수영, 큰송이풀, 탑꽃류, 털갈매나무,
털부처꽃, 털질경이, 푼지나무, 하늘나리, 하늘타리, 할미꽃, 향유, 현삼, 홍콩야자, 홍화 등이 있으며 (Lee & Kim, 2006),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와 느티나무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1차 기주에서 2차 기주로 이동하는 완전세대형 진딧물이고, 개오동과 무궁화를 1차 기주로
삼아 월동하며 2차 기주인 각종 농작물에 이주하여 큰 피해를 준다. 그러나 유럽에서 딸기류의 식물에서 기주이동을
하지 않고 월동을 하는 생태가 보고되었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일반적으로 황색 또는 녹색을 띠며 황록색, 암녹색, 검은색 등 기주 식물에 따라 다양한 체색 변이를
보인다. 무시충의 몸길이는 0.9-1.8mm로 다양하다. 형태적으로 변이가 매우 크다. 더듬이는 5마디 또는 6마디이다.
주둥이 4+5마디 길이는 뒷다리 제2발목마디 길이의 1.1-1.5배이다. 뿔관은 검은색이고, 길이는 끝편 길이의 1.52.5배 정도이다. 끝편은 옅은 황색이고 대부분 뿔관보다 체색이 옅고, 4-6개의 털이 있다.

천

적

Aphidius gifuensis, Binodoxys communis, Binodoxys indicus, Ephedrus persicae, Ephedrus plagiator, Lysiphlebia
japonica, Trioxys japonicus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목화진딧물 유시충

목화진딧물 무시충

목화진딧물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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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팝나무진딧물
Aphis (Aphis) spiraecola Patch, 1914
Spirea aphid, Green citrus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대만,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잎, 줄기에 서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농작물 기주) 감, 감귤, 거베라, 국화, 금잔화, 당귀, 대추, 독활, 모과, 목화, 배, 백합, 복숭아, 사과, 산딸기, 안개초,
오갈피나무, 오미자, 온시디움, 유자, 장미, 천궁, 토천궁, 포도, 해바라기, (기타 기주) 개미취, 개승마류, 개야광나무,
고분, 고윰, 구릿대, 국수나무, 꼬리조팝나무, 꽃사과, 넓은잎쥐오줌풀, 눈개승마, 단풍나무, 달맞이꽃, 대황, 댑싸리,
덩굴장미, 도깨비바늘, 돈나무, 돌마타리, 돼지풀, 둥근잎조팝나무, 마가목류, 망초, 매발톱나무, 머루 멀구슬나무,
명자꽃나무, 물싸리, 배롱나무, 백당나무, 병아리꽃나무, 분꽃, 분꽃나무, 분단나무, 사상자, 사철나무, 산사나무,
산초나무, 쇠비름, 쉬땅나무, 승마, 쑥, 아광나무, 야광나무, 인기목, 조팝나무, 조상나무, 쥐오줌풀, 참나무류, 참다래,
참박쥐나물, 참싸리, 참조팝나무, 치자나무, 코스모스, 패랭이, 팽나무, 피라칸스, 황매화 등이 있고 (Lee & Kim, 2006),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기주식물의 줄기와 잎의 뒷면에서 흡즙하며, 꽃봉오리가 달린 줄기에 군집하기도 한다. 4월 중순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군집 밀도가 커지고 흡즙이 심하면, 잎이 뒤로 말리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일반적으로 연두색, 밝은 녹색을 띠며 종종 노란색 집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무시충의 몸길이는 1.62.2mm로 다양하다. 주둥이 4+5마디 길이는 뒷다리 제2발목마디 길이의 약 1.2배이다. 뿔관은 짙은 검은색을 띠고, 끝편 길이의
1.1-1.7배이다. 끝편은 약간 수축되어 있고 길게 신장된 형태이며 뿔관과 같은 검은색으로 10-17개의 털이 있다.

천

072

적

Lipolexis gracilis , Lysiphlebia japonica , Praon orientale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조팝나무진딧물 유시충

조팝나무진딧물 군체

조팝나무진딧물 무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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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26
분

류

매화혹진딧물
Myzus (Myzus) cerasi (Fabricius, 1775)
Black cherry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수원, 오산

국 외 분 포

뉴질랜드, 북미, 시베리아, 유럽, 인도, 파키스탄, 호주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1차 기주 양벚나무와 같은 벚나무류에서 흡즙을 하다가 2차 기주 개갈퀴속, 갈퀴덩굴속, 냉이속등으로 기주이동한다
(백, 1972).

발생 및 생태

광식성이며, 1차 기주에서 2차 기주로 이동하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무시충의 체색은 짙은 갈색, 검정색이며 광택이나고 경화되어 있다. 체장은 1.8-2.6mm이다. 뿔관은 0.34mm의 원기둥

태

모양이르서 비늘 무늬가 뚜렷하고 끝반부가 약간 볼록하다. 끝에는 테두리와 테두리띠가 있고 그물 무늬가 뚜렷하며,
끝부가 밖으로 약간 굽었다. 뿔관은 체장보다 0.21-0.28배 길고 끝편보다 3.00-3.99배 길다. 머리에는 이마혹이 뚜렷하나
표면은 거칠며, 위쪽은 중앙부를 제외하고 많은 가시돌기가 있어 거치고, 센털이 나 있다. 끝편은 0.14mm이고 원뿔
모양이며, 4-7개의 센털이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24, 0.16, 0.14, 0.1+0.18 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8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1.10-2.01배 길다.
천

074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매화혹진딧물 무시충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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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27
분

류

왕벚나무혹진딧물
Myzus (Myzus) mushaensis Takahashi, 1931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수원, 제주도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1차 기주인 벚나무류에서 2차 기주인 방아풀로 기주이동한다 (백, 1972).

발생 및 생태

광식성이며, 1차 기주에서 2차 기주로 이동하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무시충의 체색은 녹황색이다. 체장은 1.85mm이다. 뿔관은 0.37mm이고 연한 빛깔이나 끝반부가 연한 갈색 또는

태

전체가 검다. 머리의 중앙부는 매끈하나 그밖의 부분에는 비늘 무늬와 센털이 있다. 이마혹은 뚜렷하다. 뿔관은 체장보다
0.20-0.24배 길고 끝편보다 2.33-3.68배 길다. 끝편은 0.13mm이고 4-6개의 센털이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32, 0.2, 0.16, 0.08+0.32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72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1.16-1.59배 길다.
천

076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왕벚나무혹진딧물 무시충 표본

077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28
분

류

복숭아혹진딧물
Myzus (Nectarosiphon) persicae (Sulzer, 1776)
Peach-Potato Aphid, Green Peach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인도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1차 기주로 벚나무류에서 흡즙하다가, 2차 기주는 광범위 하고, 약 50여종의 식물을 흡즙한다. 본 조사에서는 벚나무와
느티나무에서 발견되었다 (백, 1972).

발생 및 생태

광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지만 열대에서는 2차 기주에서 불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형

무시충의 체색은 연한 황색, 녹황색, 녹색, 황갈색이다. 체장은 1.2-2.6mm이다. 뿔관은 0.44-0.58mm이고, 끝부가

태

약간 볼록하며 끝에 테두리와 테두리띠가 있고, 비늘 무늬가 뚜렷한 원기둥 모양이다. 뿔관은 체장보다 0.20-0.25배
길고 끝편보다 1.94-2.42배 길다. 끝편은 0.22-0.24mm이고 6개의 센털이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48, 0.38, 0.28, 0.14+0.58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67-0.83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0.94-1.20배 길다.
천

적

Aphidius absinthii , A. gifuensis, Diaeretiella rapae , Ephedrus persicae , Euaphidius cingulatus , Lysephedrus
validus , Lysiphlebia japonica , Praon orientale , Trioxys hokkaidensis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078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복숭아혹진딧물 군체

복숭아혹진딧물 유시충

복숭아혹진딧물 무시충

복숭아혹진딧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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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29
분

류

벚나무노랑혹진딧물
Myzus (Myzus) siegesbeckiae Takahashi, 1965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광주, 수원, 서울, 인천, 청주

국 외 분 포

대만, 인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한다.

기 주 식 물

1차 기주로는 왕벚나무, 복숭아나무, 매화나무 등 벚나무류 식물이 있으며, 2차 기주는 산박하속 등의 식물들이다 (백,
1972).

발생 및 생태

광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무시충의 체색은 검정색이며, 복부 등판 2-6마디는 검게 경화되어 있다. 체장은 1.26-1.40mm이다. 뿔관은 0.33-

태

0.36mm이고, 비늘 무늬가 뚜렷한 원기둥 모양이다. 뿔관은 체장보다 0.20-0.25배 길고 끝편보다 1.94-2.42배 길다.
끝편은 0.22-0.24mm이고 6개의 센털이 있고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다. 더듬이는 몸 길이의 0.58-0.67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1.36-1.70배 길다.
천

080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벚나무노랑혹진딧물 무시충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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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30
분

류

연테두리진딧물
Rhopalosiphum nymphaeae (Linnaeus, 1761)
Water Lily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전세계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잎 뒷면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가래, 개연꽃, 귀룽나무, 매실, 모과, 복숭아, 벚나무, 부들, 살구, 서양자두, 소귀나물, 수련, 앵도나무, 연꽃, 옥매,
왕벚나무, 자두, 택사

발생 및 생태

1차 기주로 Prunus 속 식물에서 월동하고 5월경 2차 기주인 연꽃과 수련 같은 수생식물로 이주하여 서식한다.
10월경에는 다시 1차 기주로 이동한다 (백, 1972).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황갈색, 황색 또는 적갈색이다. 흰 밀랍가루를 머리와 앞가슴 아랫부분에 많이 쓰고 있으며 다리와
끝편에도 얇게 쓰고 있다. 체장은 1.6-2.6mm이다. 머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주둥이는 길고 끝부분이 뒷다리
밑마디를 넘어서고, 주둥이 4+5마디의 길이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와 같거나 조금 길다. 복부 제 2-6마디 양쪽에는 제
1, 7마디 옆돌기보다 작은 옆돌기가 있다. 뿔관은 기부 쪽을 제외하고 검은색을 띠고 끝편 길이의 2배 이상으로 길며,
아래쪽으로 1/2부분이 부풀어 있고, 끝부분의 테두리가 확연하다. 끝편은 얇고 긴 혀 모양이며, 4-6개의 털이 있다.

천

082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연테두리진딧물 유시충

연테두리진딧물 무시충

연테두리진딧물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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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31
분

류

기장테두리진딧물
Rhopalosiphum padi (Linnaeus, 1758)
Bird cherry-oat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러시아, 북아메리카, 인도, 일본, 유럽, 하와이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잎 뒷면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귀룽나무, 귀리, 밀, 벚나무, 보리, 옥수수, 왕벚나무, 이스라지, 창포, 포아풀, 피

발생 및 생태

1차 기주로 Prunus 속 식물에서 월동하고 2차 기주인 벼과 식물류로 이동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기주에서 5월 중순까지 잎 뒷면에서 서식하고 벼과 식물로 이동하여 잎 뒷면이나
줄기에서 흡즙하여 피해를 준다 (백, 1972).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암녹색, 연녹색 또는 녹색이다. 뿔관 아랫부분에 붉은 반점이 있다. 무시충과 무시형 약충은 표면에
흰 밀립가루를 얇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체장은 1.2-2.4mm이다. 더듬이와 복부 등면의 털은 매우 짧은 편이다.
복부 등면에는 점선으로 다각형 모양에 작은 점이 안쪽에 있는 그물무늬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주둥이 끝은 가운데 다리
밑마디를 약간 넘어서고, 주둥이 4+5마디의 길이는 뒷다리 제2발목마디의 길이와 거의 비슷하다. 뿔관은 검은색이고
길이는 끝편의 약 2배 정도이고 끝부분의 테두리는 크고 매우 뚜렷하다. 끝편은 검고 수축이 없으며 거의 삼각형
모양으로 6-10개의 털이 있다.

천

084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기장테두리진딧물 무시충

기장테두리진딧물 군체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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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분

류

복숭아가루진딧물
Hyalopterus pruni (Geoffroy, 1762)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대만,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인도, 일본, 중국, 호주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갈대, 억새, 매실, 복숭아, 살구, 자두, 벚나무류

발생 및 생태

완전세대형 진딧물로 Prunus 속 식물을 1차 기주로 삼아 월동하고 6월중순경 2차 기주인 억새 또는 갈대로 기주이동을
한다. 1차 기주의 순에서 나온 간모는 새로 난 잎에 집단을 형성하고 흡즙하고, 분비되는 감로는 곰팡이병의 원인이 된다
(백, 1972).

형

태

무시충은 1차 기주에 있을 때 밝은 녹색 또는 연두색이고, 2차 기주에서는 배 부분에 연녹색과 자주색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무시충의 몸은 세로로 긴 타원형이고 체장은 1.5-2.9mm로 다양하다. 몸은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뿔관과
끝편만 검은색이다. 이마혹이 안쪽으로 약하게 발달해 있다. 더듬이 끝마디 말단부의 길이는 기저부의 4배를 넘는다.
주둥이의 끝은 가운데다리 밑마디에 겨우 이르고, 주둥이 4+5마디의 길이는 뒷다리 제2발목마디보다 짧다. 뿔관은
작으며, 끝편보다 폭이 좁고 짧다. 끝편은 기부가 잘록하지 않은 형태이고 약 5개의 털이 있다.

천

086

적

Ephedrus nacheri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복숭아가루진딧물 유시충과 군체

복숭아가루진딧물 무시충과 약충

복숭아가루진딧물 군체의 가해

복숭아가루진딧물 군체와 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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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분

류

복숭아잎혹진딧물
Tuberocephalus (Trichosiphoniella) momonis (Matsumura, 1917)
Peach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남양, 단양, 대관령, 마산, 무주, 발안, 서울, 속리산, 수원, 안양, 양지, 지리산, 청주, 춘천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배출하며, 잎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기 주 식 물

갈대, 매실, 복숭아, 살구, 억새, 자두, 벚나무류

발생 및 생태

단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백, 1972).

형

무시충의 체색은 흑갈색 또는 황색을 띠며, 뿔관은 검다. 더듬이는 끝반부가 황갈색이고, 끝편은 갈색이며, 다리는

태

황갈색이다. 이마혹은 안쪽으로 약간 볼록하다. 더듬이는 짧고 굵으며, 비늘 무늬가 있으나 센털과 2차 감각기는 없다.
제 3-6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0.2, 0.08, 0.06, 0.08+0.16mm이고, 주둥이는 가운데다리의 밑마디에 이른다.
뿔관은 0.24mm로서 비늘 무늬가 있는 원기둥 모양이며, 끝편 길이의 2배 정도이다. 끝편은 짧고 넓은 원뿔 모양으로서
끝부 근처가 약간 잘록하다.
천

적

Ephedrus persicae, Trioxys hokkaidensis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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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복숭아잎혹진딧물 무시충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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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분

류

벚잎혹진딧물
Tuberocephalus (Trichosiphoniella) sakurae (Matsumura, 1917)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김제, 단양, 대관령, 부천, 서울, 수원, 제주도

국 외 분 포

미국, 시베리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배출하며, 잎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기 주 식 물

벚나무류, 앵두

발생 및 생태

1차 기주인 벚나무류에서 2차 기주인 쑥류 뿌리로 기주이동을 하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백, 1972).

형

무시충의 체색은 짙은 초록이며 뿔관은 검정색이다. 이마의 중앙부는 볼록하고, 이마혹이 발달하였으며 1-3개의 센털이

태

있다. 더듬이는 6마디이고, 제 3더듬이마디가 제 4-5더듬이마디를 합친 길이와 같다. 제 3-6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가각
0.21, 0.11, 0.1, 0.08+0.2mm이다.다리의 넓적다리마디에는 미세돌기가 있고, 종아리마디는 매끈하다. 각 다리의 제
1발목마디 센털의 비율은 3:3:2이다. 뿔관은 0.24mm로서 끝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비늘 무늬가 많다. 뿔관 끝에
테두리가 발달하였고 5-10개의 센털이 있다.
천

090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벚잎혹진딧물 무시충 표본

091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35
분

류

뿔밀깍지벌레
Ceroplastes ceriferus (Fabricius, 1798)
Indian wax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먼나무 등과 같은 조경용 상록수에 주로
발생하여 수세 약화 및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준다. 외국에서도 과수와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감귤나무, 감나무, 국화, 단풍나무, 동백나무, 모과나무, 목련, 배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사철나무, 사스레피나무,

기 주 식 물

석류나무, 장미, 치자나무, 해당화 등 (Lee et al., 2012; Paik, 2000)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어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발생 및 생태

4월~10월에 발생하며, 주로 6월~7월에 산란을 한다. 산란이 시작되면 암컷성충의 몸은 반구형으로 경화되며, 그
아래에는 알이 가득 차게 된다. 연 1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약 3~5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암적색을 띠며 볼록하다. 몸전체는 두꺼운 흰색의 왁스 분비물에 덮여
있다. 가끔 왁스가 약간 붉은 빛을 띤다. 몸 가장자리의 분비물에는 양쪽 모두 두개의 뚜렷한 가장자리 선이 나타나있다.
왁스의 가장자리는 약간 말려 있고 등쪽에는 뿔모양의 구조물을 보인다. 1령 약충은 몸 양쪽으로 4쌍의 왁스 돌기가
있다. 거북밀깍지벌레와 유사하지만 뿔밀깍지벌레의 왁스 분비물에는 뿔모양의 구조물이 있어 외형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천

092

적

붉은깡충좀벌, 밀깍지깡충좀벌이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뿔밀깍지벌레 군체의 가해

뿔밀깍지벌레 군체

뿔밀깍지벌레 암컷 성체

뿔밀깍지벌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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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분

류

거북밀깍지벌레
Ceroplastes japonicus Green, 1921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백나무, 사철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등과 같은 조경용 상록수에
주로 발생하여 수세 약화 및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준다. 외국에서도 감과 같은 과수와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귤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먼나무, 모과나무, 배나무, 벚나무, 비파나무, 사과나무, 사철나무, 살구나무,
상수리나무, 석류나무, 은행나무, 후박나무 등 (Lee et al., 2012;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10월에 발생이 주로 관찰된다. 산란이 시작되면 암컷성충의 몸은 반구형으로 경화되며, 그 아래에는 알이 가득
차게 된다. 암컷성충은 평균 800~900개의 알을 낳는다고 알려졌다. 연 1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약 3~5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암적색을 띠며 볼록하다. 몸전체는 거북이 등모양의 두꺼운 흰색 또는 회색의
왁스 분비물로 덮여 있다. 몸 가장자리의 분비물에는 양쪽 모두 두개의 뚜렷한 가장자리 선이 나타나있다. 암컷약충은 몸
양옆으로 뚜렷한 돌기모양의 왁스가 5~7쌍씩 분비되어 있다. 뿔밀깍지벌레와 유사하지만 거북밀깍지벌레의 왁스 분비물은
상단에 뿔 모양의 구조물이 없고 평평하여 외형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천
094

적

붉은깡충좀벌, 밀깍지깡충좀벌, 애홍점박이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거북밀깍지벌레 군체(약충)의 가해

거북밀깍지벌레 약충 군체

거북밀깍지벌레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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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분

류

진공깍지벌레
Didesmococcus koreanus Borchsenius, 1955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자세한 국내분포는 알려져 있지 않음

국 외 분 포

중국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구나무와 같은 벚나무류의 가지와 줄기에서 발생이 관찰된다.
벚나무류 (Paik, 2000)

기 주 식 물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발생 및 생태

암컷약충은 성장함에 따라 몸이 부풀고 경화된다. 공모양으로 부푼 암컷성충 몸속은 알로 가득 차며 부화까지
이루어진다. 연 1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형

태

어린 암컷성충은 약 4~5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볼록하다. 성장하면서 몸은 거의 구형으로 변하며 경화한다. 성숙한
암컷성충은 광택이 있는 짙은 갈색을 띠고 몸표면에는 작은 점각과 주름이 나타난다.

천

096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이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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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분

류

포도공깍지벌레
Eulecanium cerasorum (Cockerell, 1900)
Calico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서울, 경상도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유럽, 일본, 중국 (Morales,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수목의 줄기와 가지에서 발생이 관찰된다.

기 주 식 물

네군도단풍, 느티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등 (Lee & Choi, 2019;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5월에 산란을 하며, 경화된 암컷성충 몸속은 알로 가득 찬다. 연 1회 발생하며,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6~9mm 길이로 몸은 둥글거나 타원형이다. 성장하면서 몸은 볼록해지며 반구형으로 변하며 경화한다.
성숙한 암컷성충의 등에는 불규칙한 흰색과 검정색 반점이 분포한다. 알은 주황색을 띤다.

천

098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포도공깍지벌레 성충

포도공깍지벌레 알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포도공깍지벌레 암컷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포도공깍지벌레 암컷(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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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분

류

공깍지벌레
Eulecanium kunoense (Kuwana, 1907)
Kuno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구속(Prunus)에 속하는 수목의 가지와 줄기에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매화나무, 밤나무, 벚나무, 사철나무, 살구나무, 얼룩사철나무, 왕벚나무, 자두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3월~10월에 발생이 주로 관찰된다. 이른 봄(3월~4월)에는 암컷약충이 나타나며 성장함에 따라 몸이 부풀고 경화된다.
공모양으로 부푼 암컷성충 몸속은 알로 가득 차며 부화까지 이루어진다. 연 1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형

태

어린 암컷성충은 약 2~3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볼록하며 등면에는 7 또는 8개의 어두운 갈색 가로줄이 나타난다.
성장하면서 몸은 거의 구형으로 변하며 경화한다. 성숙한 암컷성충은 광택이 있는 적갈색 내지 암적갈색을 띠고
몸표면에는 작은 점각과 주름이 나타난다.

천

100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공깍지벌레 초기 약충

공깍지벌레 암컷

공깍지벌레 성충

공깍지벌레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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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분

류

말채나무공깍지벌레
Parthenolecanium corni (Bouché, 1844)
Brown scale, European fruit Lecanium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러시아, 북미,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 및 다양한 활엽수의 가지 및 줄기에서 주로 발생한다.

기 주 식 물

감나무, 네군도단풍, 느티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들께, 모과나무, 목련, 배나무, 벚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콩, 포도, 해바라기 등 (Choi & Lee, 2017; Kwon & Han, 2003; Kwon et al., 2005;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3월~8월에 발생이 관찰되며, 주로 5월에 산란을 한다. 경화된 암컷성충의 몸속은 알로 가득 차며 부화까지 이루어진다.
연 1회 발생하며,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4~5mm 길이로 몸은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약간 볼록하다. 기주식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어린 암컷성충은 노랗거나 갈색을 띠고, 등면 중앙에는 하나의 뚜렷한 세로띠가 나타나며, 그 주위에는 검은 반점들이
분포해있다. 성숙한 암컷성충은 어두운 갈색을 띠며, 울퉁불퉁하고 때때로 검은 줄무늬와 반점이 나타나는 등 표면을
갖는다. 알은 하얗거나 노란색을 띠며, 경화된 몸 아래에서 확인된다.

천

102

적

홍점박이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말채나무공깍지벌레 성충

말채나무공깍지벌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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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분

류

오얏공깍지벌레
Sphaerolecanium prunastri (Boyer de Fonscolombe, 1834)
Globose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자세한 국내분포는 알려져 있지 않음

국 외 분 포

러시아, 북미, 유럽,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나무, 살구나무와 같은 과실수에 발생한다. 외국에서도
벚나무류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사과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연 1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Lee & Choi, 2019).

형

태

암컷성충은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매우 볼록하며 어두운 갈색을 띤다. 성장하면서 몸은 거의 구형으로 변하며 경화한다.
성숙한 암컷은 광택이 있는 적갈색을 띠고 몸표면에는 작은 점각이 나타난다.

천

104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이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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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분

류

줄솜깍지벌레
Takahashia japonica (Cockerell, 1896)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지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유럽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 및 다양한 활엽수의 잎과 가지, 줄기에서 주로 발생한다.

기 주 식 물

감나무, 네군도단풍, 느릅나무, 단풍나무, 담쟁이덩굴, 목련, 벚나무, 사과나무, 산수유, 산앵도나무, 싸리나무, 앵두나무,
오리나무, 철쭉, 느티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10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5월 산란기에는 고리 모양의 왁스를 분비하며 알을 낳는다. 암컷성충은 최대 약 3,000개
알을 낳는다고 알려졌다. 연 1회 발생하며,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약 4~6mm 길이의 길쭉한 타원형으로 몸은 갈색을 띠며 볼록하거나 반구형이다. 몸은 흰 왁스에 약간
덮여있다. 성숙한 암컷성충은 몸길이의 2~3배 정도로 긴 알주머니를 분비하며, 이로 인해 몸이 극도로 들린다. 알은
주황색 또는 빨간색을 띠며, 알주머니에 덮여있다.

천

106

적

긴솜깍지깡충좀벌이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줄솜깍지벌레 성충

줄솜깍지벌레 알

줄솜깍지벌레 군체의 가해(싸리류)

줄솜깍지벌레 군체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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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분

류

샌호제깍지벌레
Comstockaspis perniciosa (Comstock, 1881)
San Jose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경기도, 부산, 북한, 전라남도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러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며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살구나무류와 같은 과실수에 발생하여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외국에서도 사과, 키위와
같은 다양한 과실수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단풍나무, 벚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 열매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6월, 9월~11월에 관찰된다. 연 2회 이상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약 1mm 길이로 서양배 모양이다. 몸은 어두운 갈색의 왁스에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2mm로,
둥그스름하며, 1령 약충의 탈피각이 중앙부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암컷보다 훨씬 작고 긴 왁스를 가진
수컷이 같이 나타난다.

천

108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이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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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분

류

사과굴깍지벌레
Lepidosaphes ulmi (Linnaeus, 1758)
Apple oystershell scale, Apple mussel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수원

국 외 분 포

남미, 러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며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포함하는 장미과 수종의 가지와 줄기에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도 사과, 올리브와 같은 과수와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귤나무, 벚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장미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연
1회 발생한다(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1mm 길이로 긴 타원형 모양이다. 몸은 어두운 갈색 또는 회색을 띠는 왁스에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3~4mm로, 부채꼴(굴) 모양이며, 연한 갈색의 1령 약충의 탈피각이 한쪽 끝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

110

적

애홍점박이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이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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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분

류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Cockerell, 1897)
Pear white scale, Japanese maple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풍나무의 가지와 줄기에 주로 발생하여 수세 약화 및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준다. 외국에서는 감귤과 같은 과수와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느티나무, 단풍나무, 목련, 보리수, 벚나무, 사과나무, 사철나무, 팽나무, 화살나무 등 (Kwon & Han, 2003;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 때로는 잎과 과실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6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연 1회 발생하고, 약충 또는 성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1~2mm 길이로 길쭉하다. 몸은 흰색 또는 갈색의 길쭉한 왁스에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2~3mm로
너비의 3~4배 정도이며, 약간 굽었고, 1령 약충의 탈피각이 한쪽 끝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암컷보다 약간
작고 긴 왁스를 가진 수컷이 같이 나타난다.

천

112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배나무흰깍지벌레 군체(단풍나무류)

배나무흰깍지벌레 군체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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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분

류

식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cockerelli (Cooely, 1897)
Oyster scale, False oleander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일본, 유럽, 중국,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고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목의 잎에 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감나무, 참다래나무, 오미자 등에도 발생하여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외국에서는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나무, 개나리, 고욤나무, 매자나무, 벚나무, 식나무, 오미자, 주목, 쥐똥나무, 진달래, 참다래나무, 호랑가시나무,
화살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는 가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7월에 주목 및 기타 수목에서 주로 발생이 관찰된다. 연 2회 발생하고, 약충 또는 성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1~2mm 길이로 긴 타원형 모양이다. 몸은 노랗거나 밝은 갈색의 왁스에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2~3mm로, 부채꼴(굴) 모양이며, 갈색의 1령 약충의 탈피각이 한쪽 끝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암컷보다
훨씬 작고 긴 왁스를 가진 수컷이 같이 나타난다.

천

114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식나무깍지벌레 성충

식나무깍지벌레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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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분

류

뽕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Targioni-Tozzetti, 1886)
White plum scale, White peach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등지

국 외 분 포

동남아시아, 남미, 북미,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고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구속(Prunus )에 속하는 수목의 가지와 줄기에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복숭아, 체리와 같은
과수와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구기자, 굴피나무, 느티나무, 닥나무, 버드나무, 벚나무, 벽오동, 복숭아나무, 뽕나무, 사과나무, 상산, 소철, 실거리나무,
예덕나무, 오동나무, 자두나무, 참다래, 초피나무, 풍게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10월에 살구나무류에서 주로 발생이 관찰된다. 연 2~3회 발생하고, 약충 또는 성충으로 월동한다. 암컷성충은
개체당 50~150개의 알을 낳는다고 알려졌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1~2mm 길이로 서양배 모양이다. 몸은 밝거나 어두운 갈색의 왁스에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2~3mm로,
둥그스름하며, 주황색의 1령 약충의 탈피각이 중앙부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암컷보다 훨씬 작고 긴 왁스를
가진 수컷이 같이 나타난다. 벚나무깍지벌레와 매우 유사하여 구분을 위해서는 슬라이드표본 제작을 통한 세부 동정이
필요하다.

천

116

적

흰깍지깡충좀벌, 애홍점박이무당벌레, 홍점박이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뽕나무깍지벌레 성충

뽕나무깍지벌레 군체(벚나무류)

뽕나무깍지벌레 군체(벚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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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분

류

벚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runicola (Maskell, 1895)
White prunicola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고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벚나무류의 가지와 줄기에 주로 발생한다.

기 주 식 물

광나무, 느티나무, 라일락, 매실나무, 목서, 박태기나무, 벚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사철나무, 살구나무, 수수꽃다리,
자두나무, 쥐똥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7월에 벚나무에서 주로 발생이 관찰된다. 연 3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1~2mm 길이로 서양배 모양이다. 몸은 밝거나 어두운 갈색의 왁스에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2~3mm로,
둥그스름하며, 주황색의 1령 약충의 탈피각이 중앙부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암컷보다 훨씬 작고 긴 왁스를
가진 수컷이 같이 나타난다. 뽕나무깍지벌레와 매우 유사하여 구분을 위해서는 슬라이드표본 제작을 통한 세부동정이
필요하다.

천

118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벚나무깍지벌레 약충과 성충(왕벚나무)

벚나무깍지벌레 군체(왕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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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분

류

대양가루깍지벌레
Spilococcus pacificus (Borchsenius, 194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가루깍지벌레과(Pseudococc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등지

국 외 분 포

러시아, 중국

피 해 형 태

주로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풍나무의 줄기부 수피 밑에서 주로 발생한다.

기 주 식 물

단풍나무, 망초, 물푸레나무류, 뽕나무류, 벚나무류, 살구나무, 자작나무 등 (Danzig & Gavrilov-Zimin, 2015; Kwon
et al., 2003;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10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연 1~2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알 또는 약충으로 월동한다.

형

태

암컷성충은 약 2~3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어두운 적색을 띠며 몸전체가 흰 왁스로 덮여있다. 몸의 배쪽
가장자리에는 길이가 거의 유사한 3~6쌍의 돌출된 왁스구조물이 있다. 등에는 가로줄이 배마디에 나타나지만 세로줄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천

120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대양가루깍지벌레 암컷(단풍나무류)

대양가루깍지벌레 군체(단풍나무류)

대양가루깍지벌레 군체(단풍나무류)

개미와 공생하는 대양가루깍지벌레(단풍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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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분

류

등나무가루깍지벌레
Dysmicoccus wistariae (Green, 1923)
Taxus mealybug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가루깍지벌레과(Pseudococcidae)

국 내 분 포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제주도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Kosztarab, 1996).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관찰되나 기주식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개체수가 많아져 수목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기 주 식 물

단풍나무, 배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주목, 찔레 등 (Danzig & Gavrilov-Zimin, 2015; Kwon et al., 2003;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6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연 1~2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알 또는 약충으로 월동한다.

형

태

암컷성충은 약 3~4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암갈색을 띠며 몸전체가 흰 왁스에 덮여있다. 몸의 가장자리에는
17쌍의 돌출된 긴 왁스 구조물이 있으며, 뒤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특히 배 끝에 1쌍은 길이가 가장 길고 때로는
몸길이의 절반에 달한다. 등에는 가로줄의 배마디와 함께 왁스 부재로 인한 2개의 세로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루깍지벌레와 매우 유사하여 구분을 위해서는 슬라이드표본 제작을 통한 세부동정이 필요하다.

천

122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등나무가루깍지벌레 암컷

등나무가루깍지벌레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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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분

류

긴솜깍지벌레붙이
Phenacoccus aceris (Signoret, 1875)
Apple mealybug, Polyphagous tree mealybug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러시아, 유럽,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 및 활엽수의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도 다양한 장미과 과수와 관상용 식물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나무, 네군도단풍, 동백나무, 물푸레나무, 모과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사스레피나무, 예덕나무, 오리나무, 팽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5월에 발생하며, 주로 5월에 산란을 한다. 연 1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형

태

암컷성충은 4~6mm 길이로 몸은 암갈색을 띠며 몸전체가 흰 왁스로 덮여있다. 몸의 가장자리에는 18쌍의 돌출된 짧은
왁스 구조물이 있다. 등에는 가로줄의 배마디와 함께 왁스가 없는 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성숙한 성충은 산란기에
몸길이의 3~5배에 달하는 긴 왁스 알주머니를 만든다. 알은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띠며, 알주머니에 덮여있다.

천

124

적

솜깍지깡충좀벌, 무당벌레, 홍테무당벌레, 검은테애기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긴솜깍지벌레붙이 암컷

긴솜깍지벌레붙이 알

긴솜깍지벌레붙이 군체의 가해

125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52
분

류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Kuwana, 1902)
Comstock mealybug, Japanese mealybug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가루깍지벌레과(Pseudococc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북미,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 사과와 같은 과실수에도 발생하여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기 주 식 물

개나리, 감귤, 담쟁이덩굴, 대만고무나무, 동백나무, 등나무, 배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사철나무, 산돌배, 송악,
아왜나무, 영산홍, 오동나무, 은행나무, 인동덩굴, 인삼, 주목, 철쭉, 팽나무, 향나무, 후박나무 등이 있으며, 곰솔 등
침엽수류에서도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 Han, 2003; Kwon et al., 2003, 2005; Paik, 2000; Paik et al., 1977;
Park & Hong, 1992).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10월에 발생이 관찰되며, 특히 7월~8월에 높은 밀도를 보인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연 2~4회 발생하고, 알 또는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약 3~4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암갈색을 띠며 몸전체가 흰 왁스에 덮여있다. 몸의 가장자리에는 17쌍의
돌출된 긴 왁스 구조물이 있으며, 뒤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특히 배 끝에 1쌍은 길이가 가장 길고 때로는 몸길이의 절반에
달한다. 등에는 가로줄의 배마디와 함께 왁스 부재로 인한 2개의 세로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등나무가루깍지벌레와
매우 유사하여 구분을 위해서는 슬라이드표본 제작을 통한 세부 동정이 필요하다.

천
126

적

가루깍지납작먹좀벌이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벚나무류(Prunus spp.)

가루깍지벌레 암컷

가루깍지벌레 군체

가루깍지벌레 군체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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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단풍나무류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Hemipteran
pests on
Acer spp.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나. 단풍나무류 (Acer spp.) 해충
단풍나무류 (Acer spp.)는 국내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이다. 가로수로 식재되는 면적 외에도 국내 산지에 광범위하게
자생하며, 가을철에는 잎이 붉게 물든 단풍을 쉽게 볼 수 있다. 국내 단풍나무류에서 알려진 해충은 약 120여종이 있으며, 지금까지
44종의 흡즙성 해충이 확인되었다. 흡즙성 해충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수종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의 외래 해충과, 진딧물
및 깍지벌레류의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단풍나무류에서 출현하는 흡즙성 해충 목록]
아목

매미아목
(Auchenorrhyncha)

과

과(국명)

학명

Cicadidae

매미과

Cryptotympana atrata

말매미

Cicadidae

매미과

Oncotympana fuscata

참매미

Flatidae

선녀벌레과

Geisha distinctissima

선녀벌레*

Flatidae

선녀벌레과

Metcalfa pruinosa

미국선녀벌레*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Ricania sublimata

갈색날개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Aguriahana anufrievi

당단풍애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Japananus hyalinus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소계

노린재아목
(Heteroptera)

매미아목 4과 7속 7종

Miridae

장님노린재과

Eurystylus coelestialium

탈장님노린재*

Acanthosomatidae

뿔노린재과

Elasmucha putoni

푸토니뿔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alyomorpha halys

썩덩나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confusa

산느티나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Lelia decempunctata

열점박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Nezara antennata

풀색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Pentatoma semiannulata

장흙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Plautia stali

갈색날개노린재*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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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노린재아목 3과 8속 8종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아목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과

과(국명)

Aphidiidae
Aphidiidae
Aphidiidae
Aphidiidae
Aphidiidae
Aphidiidae
Aphidiidae
Coccidae
Coccidae
Coccidae
Coccidae
Coccidae
Coccidae
Coccidae
Coccidae
Diaspididae
Diaspididae
Diaspididae
Diaspididae
Diaspididae
Eriococcidae
Monophlebidae
Pseudococcidae
Pseudococcidae
Pseudococcidae
Pseudococcidae
Psyllidae

진딧물과
진딧물과
진딧물과
진딧물과
진딧물과
진딧물과
진딧물과
밀깍지벌레과
밀깍지벌레과
밀깍지벌레과
밀깍지벌레과
밀깍지벌레과
밀깍지벌레과
밀깍지벌레과
밀깍지벌레과
굴깍지벌레과
굴깍지벌레과
굴깍지벌레과
굴깍지벌레과
굴깍지벌레과
주머니깍지벌레과
짚신깍지벌레과
가루깍지벌레과
가루깍지벌레과
가루깍지벌레과
가루깍지벌레과
나무이과

Psyllidae

나무이과

학명

Periphyllus allogenes
Periphyllus californiensis
Periphyllus kuwanaii
Periphyllus unmoonsanensis
Periphyllus viridis
Yamatocallis hirayamae
Yamatocallis tokyoensis
Ceroplastes ceriferus
Ceroplastes japonicas
Ceroplastes rubens
Nipponpulvinaria horii
Parthenolecanium corni
Parthenolecanium glandi
Pulvinaria nishigaharae
Takahashia japonica
Chrysomphalus dictyospermi
Comstockaspis perniciosa
Lepidosaphes towadensis
Lopholeucaspis japonica
Parlatoria theae
Eriococcus tokaedae
Icerya purchasi
Atrococcus pacificus
Crisicoccus matsumotoi
Paraputo wistariae
Phenacoccus aceris
Cacopsylla danpunga
Cacopsylla
pseudosieboldiani

국명
개성진사진딧물*
진사진딧물*
신나무진사진딧물*
운문진사진딧물
푸른진사진딧물
단풍알락진딧물*
짙은단풍알락진딧물*
뿔밀깍지벌레*
거북밀깍지벌레*
루비깍지벌레*
단풍공깍지벌레*
말채나무공깍지벌레*
큰공깍지벌레
노랑솜깍지벌레*
줄솜깍지벌레*
귤깍지벌레*
샌호제깍지벌레*
단풍굴깍지벌레
배나무흰깍지벌레*
차나무점깍지벌레
단풍주머니깍지벌레
이세리아깍지벌레*
대양가루깍지벌레*
버들가루깍지벌레
등나무가루깍지벌레*
긴솜깍지벌레붙이*
단풍나무이
당단풍나무이*

소계

진딧물아목 7과 19속 29종

총

총 8상과 14과 34속 44종

*표시한 종은 본 도감에 기재문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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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분

류

당단풍애매미충
Aguriahana anufrievi Dworakowska, 1972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매미충과(Cicadellidae)

국 내 분 포

강원, 경기, 경북, 경남

국 외 분 포

러시아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신나무, 당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단풍나무속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Kwon & Huh,
2001), 본 연구에서도 단풍나무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5~6월 사이에 단풍나무류 식물에서 주로 관찰되나, 자세한 생태는 확인된 부분이 적다.

형

약충 시기에는 연한 황록색 몸체를 가지며, 종령 약충은 날개싹이 노랗게 두드러진다. 성충은 3~4mm 내외의 몸길이를

태

가지며, 몸체는 황백색과 밝은 연두색을 띤다. 머리는 색이 희고 양옆으로 넓으며, 앞가슴등판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앞날개는 배마디를 넘어 길게 발달되어 있으며, 조상부 끝에 둥근 점무늬와 하단부 말단의 세 쌍의 길쭉한 점무늬와 한
쌍의 둥근 점무늬가 특징이다. 뒷다리는 도약을 위해 다른 다리마디보다 발달되어 있다.
천

적

집게벌과 (Dryinidae)가 매미충과 곤충에 기생하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본 종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천적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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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당단풍애매미충 성충 표본

당단풍애매미충 성충 표본-측면

당단풍애매미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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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분

류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Japananus hyalinus (Osborn, 1900)
Japanese Maple Leafhopper

매미아목(Auchenorrhyncha), 매미충과(Cicadellidae)

국 내 분 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국 외 분 포

러시아, 유럽, 일본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신나무, 당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단풍나무속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Kwon & Huh,
2001), 본 연구에서도 단풍나무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초여름에서 가을철 (6~9월)까지 국내의 산림 및 초지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자세한 생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형

6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반투명한 바탕에 얇고 불명확한 갈색 무늬가 3개 있다. 머리는 연갈색, 황록색을

태

띠고, 앞쪽으로 다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 앞날개는 기부 1/3 주변에 갈색을 띠는 점무늬가 가로줄을 이루며,
후반부에는 조상부 끝과 날개 외곽에 갈색 점이 희미한 연갈색 가로줄과 무늬를 이룬다. 앞날개 말단부 주변으로는
얼룩덜룩한 갈색 무늬가 넓게 나타난다.
천

적

집게벌과 (Dryinidae)가 매미충과 곤충에 기생하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본 종에 대한 특이성이 높은 천적종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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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성충(단풍나무류)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성충 측면(단풍나무류)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성충(단풍나무류)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성충(단풍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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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분

류

탈장님노린재
Eurystylus coelestialium (Kirkaldy, 1902)

노린재아목(Heteroptera), 장님노린재과(Miridae)

국 내 분 포

제주도 외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대만, 러시아, 일본, 중국 (Yasunaga et al., 2017)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붉나무, 옻나무류, 두릅나무류, 미역취, 환삼덩굴, 층층나무, 자귀나무, 수국류, 뽕나무, 광나무, 개회나무류, 머귀나무,
호장근류, 사탕무, 콩류, 토끼풀 등이 기주로 알려져 있으며, 싸리 등에서도 자주 관찰된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단풍나무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성충은 6~8월에 기주식물의 꽃이나 열매 주변에서 주로 관찰된다. 기후에 따라 1년 2회 또는 그 이상의 생활환이
순환하며, 알로 월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의 다양한 부위를 흡즙하지만, 보통 기주의 꽃 주변에서 꽃의 꿀이나
꽃가루를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꽃봉오리나 꽃잎 등의 흡즙도 관찰되었다.

형

태

성충은 약 7~8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고, 둥근 타원형의 체형이다. 광택이 적은 몸체와 앞가슴등판에 있는 한 쌍의
점무늬, 곤봉형의 더듬이 제 2마디가 특징이다. 더듬이 제 1마디는 짧고 두꺼우며, 제 2마디는 색이 검거나 흑갈색이고
곤봉형이다. 제 3, 4마디는 짧고 가늘며, 기부의 색이 밝다. 앞가슴등판은 사다리꼴로, 검고 둥근 한 쌍의 점무늬가 있다.
작은방패판은 다소 융기되어 있으며, 기부 양 꼭지점에 한 쌍, 말단부에 한 쌍 황백색 무늬가 있다. 앞날개 혁질부는
암갈색 또는 흑갈색에 가까우며, 설상부와의 경계가 급격하게 배 쪽으로 꺾여 있다. 설상부의 기부와 말단부는 검고,
안쪽은 황백색을 띠며 넓게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 다리는 넓적다리마디 기부, 종아리마디 끝을 제외한 말단부 2/3은
황백색이고, 나머지는 흑갈색에서 암갈색을 띤다.

천
136

적

해당 종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수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탈장님노린재 성충

탈장님노린재 성충(단풍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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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분

류

푸토니뿔노린재
Elasmucha putoni Scott, 1874

노린재아목(Heteroptera), 뿔노린재과(Acanthosomat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피 해 형 태

잎 뒤나 줄기에서 주로 발견되며, 열매를 비롯한 식물 조직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번식력이 좋으며, 군서하는 경우가 많아 한 기주에 여러 개체가 발견될 시 식물체가 받는 피해가 크다.

기 주 식 물

오리나무류, 진달래 및 철쭉류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단풍나무류 (Acer sp.)에서
확인되었다.

발생 및 생태

성충과 약충은 4~10월에 주로 관찰된다. 성충은 산란 후에 알을 보호하며, 약충이 깨어나 성장할 때까지 군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형

태

약충은 몸이 길쭉한 타원형이고, 머리, 가슴은 검고 배마디가 녹색에 중앙에 붉고 검은 무늬가 있다. 성충은 7~9mm의
몸길이에 황갈색에서 암갈색, 또는 적갈색의 다양한 색변이를 보이며, 검은 점각이 명확하게 나 있다. 더듬이는 보통
1-3마디의 색이 밝으나, 전체가 암갈색에 가까운 개체도 있다. 앞가슴등판은 양 옆이 뾰족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작은방패판은 길쭉한 삼각형이다. 다리는 전체가 황갈색에서 녹색을 띤다.

천

138

적

기생파리과 (Tachinidae)에 속하는 종들이 성충 및 약충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푸토니뿔노린재 약충

푸토니뿔노린재 성충

푸토니뿔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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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분

류

산느티나무노린재
Homalogonia confusa Kerzhner, 1972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경기, 경북, 충남, 충북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느티나무 등의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단풍나무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4~9월에 걸쳐 폭넓게 발생하는 종이며, 성충 상태로 월동 후 봄철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1년에 2세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주식물에서는 6~8월 사이에 주로 볼 수 있다.

형

태

성충은 12~15mm정도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황갈색을 띤다. 머리는 뭉툭한 삼각형을 띠고 외곽이 뭉툭하며,
더듬이는 전체가 검은 빛을 띠고, 제 5마디 기부 절반은 황백색이다. 앞가슴등판 앞쪽에 4개의 다소 불명확한 황백색
점이 나타난다. 작은방패판은 전체가 얼룩덜룩한 갈색이며, 기부에서부터 안쪽 부분이 Y자형으로 융기되어 있고, 끝은
색이 밝다. 배마디가 앞날개 혁질부 측면으로 넓게 발달되었으며, 마디를 따라 황백색과 암갈색이 번갈아 나타난다.

천

적

검정알벌과 (Scelionidae)에 속하는 천마큰검정알벌 (Trissolcus itoi ), 썩덩큰검정알벌 (Trissolcus japonicus )등이

Homalogonia 속의 알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7; Zhe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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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산느티나무노린재 성충(단풍나무류)

산느티나무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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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분

류

장흙노린재
Pentatoma semiannulata (Motschulsky, 1860)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수수꽃다리 등 개회나무류 식물에서 주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단풍나무류 (Acer
sp.)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4~10월에 주로 발견 가능한 종으로, 구체적인 생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형

약충은 머리와 가슴부분은 황백색과 연한 갈색, 배마디는 연한 적갈색을 띤다. 개체에 따라 몸 전체가 황백색을 띠기도

태

한다. 몸 전체에 점각이 두드러지며, 앞가슴등판 양옆이 명확히 튀어나와있고 색이 검다. 성충은 20~23mm정도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황갈색에 검은 점각이 밀도있게 나 있다. 머리는 뭉툭한 삼각형을 띠고 중앙부가 튀어나와
있으며, 더듬이 제2, 3, 4마디 말단부가 검다. 앞가슴등판은 양 측면이 솟아 있으며, 머리에 맞닿아 이어진 측면
테두리는 넓게 황백색을 띤다. 작은방패판은 길쭉한 삼각형으로, 점각이 명확하고 말단부가 가늘고 색이 밝다. 앞날개
혁질부는 황갈색에 검고 미세한 점각이 있다. 다리는 발톱마디 일부를 제외한 거의 전체가 연갈색에서 황백색을 띤다.
천

적

중국에서 배와 자작나무류의 주요 해충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동충하초류 (Ophiocordyceps )에 속하는 균류가
본 종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restha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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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장흙노린재 성충

장흙노린재 약충(단풍나무류)

등화채집된 장흙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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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분

류

진사진딧물
Periphyllus californiensis (Shinji, 1917)
Californian Maple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뉴질렌드, 대만, 북미, 시베리아, 유럽, 일본, 중국, 태국, 호주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잎 뒷면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단풍나무, 당단풍, 칠엽수속 식물들 (백, 1972)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침엽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검붉은색이며, 체장은 2.17mm이다. 복부 등판에는 각 마디마다 불규칙한 형태의 경화된 피부판이
있다. 뿔관은 작은 마름모형이며, 체장보다 0.05-0.06배 길고 끝편보다 2.34-2.45배 길다. 끝편은 0.180.20mm이고 11-13개의 센털이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62, 0.33, 0.29, 0.13+0.23mm이고
더듬이는 몸길이의 0.64-0.68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0.62-0.67배 길다.

천

144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진사진딧물 유시충

진사진딧물 무시충

진사진딧물 월하형

진사진딧물 군체(단풍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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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분

류

단풍알락진딧물
Yamatocallis hirayamae Matsumura, 1917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서울, 지리산, 팔공산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단풍나무, 당단풍 (백, 1972)

발생 및 생태

단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유시충의 체색은 초록색이며, 일부 여름형은 적갈색을 띤다. 뿔관은 갈색이다. 앞날개 주맥 II 까지 짙은 갈색의 얼룩이

태

있다. 체장은 2.30-3.45mm이다. 앞날개의 길이는 3.03-4.98mm이다. 복부 등판 제 2-5마디에는 한쌍의 경화된
피부판이 있고 센털이 돋아 있다. 뿔관은 0.25-0.45mm이며, 병 모양이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끝에는
3-5줄의 비늘 모양이 있다. 끝편은 0.13-0.18mm이며, 4-10개의 털이 있다.
천

146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단풍알락진딧물 유시충

단풍알락진딧물 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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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분

류

짙은단풍알락진딧물
Yamatocallis tokyoensis (Takahashi, 1923)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경주, 내장산

국 외 분 포

일본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단풍나무 (안과 박, 1993)

발생 및 생태

단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유시충의 체장은 2.6-3.0mm이며, 이마혹이 나 있다. 더듬이 길이는 몸길이의 1.20-1.37배이며, 제 3더듬이마디에는

태

긴 타원형의 2차감각기가 11-14개가 기부 약 1/3에 한줄로 배열되어 있다. 앞날개는 후연부를 제외한 전체에
검은무늬를 보인다. 앞날개의 길이는 2.35-3.90mm이다. 주둥이 4+5의 길이는 뒷바리 제 2발마디 보다 0.56-0.78배
길다. 뿔관의 밑부는 넓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끝부분이 조금 굽었고, 끝부에 테두리와 그물무늬가 있다. 끝편은
0.12-0.18mm이고, 중앙부가 잘록한 주먹모양이며, 8개의 센털이 있다.
천

148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짙은단풍알락진딧물 유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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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분

류

신나무진사진딧물
Periphyllus kuwanaii (Takahashi, 191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서울

국 외 분 포

시베리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신나무 등 단풍나무류 (백, 1972)

발생 및 생태

단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무시충의 체색은 갈색이며, 체장은 2.17mm이다. 복부 등판에는 각 마디마다 불규칙한 형태의 경화된 피부판이 있다.

태

뿔관은 작은 마름모형이며, 체장보다 0.02배 길고 끝편보다 0.91-0.98배 길다. 끝편은 0.14-0.16mm이고 1012개의 센털이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38, 0.20, 0.17, 0.10+0.27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57-0.64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0.65-0.69배 길다.
천

150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신나무진사진딧물 유시충

신나무진사진딧물 무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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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분

류

개성진사진딧물
Periphyllus allogenes Szelegiewicz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광릉, 개성

국 외 분 포

없음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고로쇠나무, 네군도단풍, 복자기 등 단풍나무류 (Park & Park, 1995)

발생 및 생태

단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무시충의 체색은 짙은 갈색이며 뿔관은 갈색이다. 체장은 1.0-1.2mm이다. 복부 등판에는 원형의 크고 작은 피부판이

태

경화되어 있고 그위에 센털이 돋아 있다. 더듬이는 6마디이고, 제 3더듬이마디가 제 4-5더듬이마디를 합친 길이보다
짧다. 끝은 복부 제 5마디에 근접한다. 제 3-6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가각 0.13, 0.07, 0.08, 0.10+0.09mm이다.
더듬이는 몸길이의 0.46-0.55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0.95-1.0배 길다.
천

152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개성진사진딧물 유시충

개성진사진딧물 무시충

개성진사진딧물 무시충의 가해

개성진사진딧물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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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분

류

루비깍지벌레
Ceroplastes rubens Maskell, 1893
Red wax scale, Pink wax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호랑가시나무 등과 같은 조경용
상록수에 주로 발생하여 수세 약화 및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준다. 외국에서도 감귤과 같은 과수의 주요
해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귤나무, 감나무, 꽝꽝나무, 담팥수,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사철나무, 섬쥐똥나무, 예덕나무, 월계수, 유자나무,
차나무, 참식나무, 탱자나무, 팔손이나무, 후박나무, 호랑가시나무 등이 있으며, 외국에서는 소나무류에서도 발견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2000; 백, 1978; 한 등, 2002).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10월에 발생이 주로 관찰된다. 산란이 시작되면서 암컷성충의 몸은 반구형으로 경화되며, 그 아래에는 알이 가득
차게 된다. 연 1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한다.

형

태

암컷성충은 약 3~4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암적색을 띠며 볼록하다. 몸 전체는 두꺼운 암적색 왁스 분비물에 덮여
있으며,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으로 약간 돌출해 있고, 흰색의 가는 띠가 있다. 거북밀깍지벌레, 뿔밀깍지벌레와 같은
속이지만 왁스 분비물의 색과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천

154

적

루비붉은깡충좀벌, 애홍점박이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루비깍지벌레 군체

루비깍지벌레 군체와 피해

루비깍지벌레 피해

루비깍지벌레 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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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분

류

단풍공깍지벌레
Nipponpulvinaria horii (Kuwana, 1902)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서울 등지

국 외 분 포

유럽, 일본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풍나무 및 기타 수목의 가지와 줄기에 주로 발생한다.

기 주 식 물

느티나무, 단풍나무, 모감주나무, 배나무, 칠엽수 등 (Tanaka, 2008)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4월~6월에
발생이 주로 관찰된다. 5월 산란기에는 솜과 같은 왁스를 분비하며 알을 낳는다. 연 1회 발생하며, 유충으로 월동한다.

형

태

어린 암컷성충은 3~5mm 길이로 몸은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납작하거나 약간 볼록하다. 몸은 흰색 또는 갈색으로
등쪽에는 불규칙한 검은색 반점이 분포한다. 성숙한 암컷성충은 짙은 갈색을 띠며, 산란기에는 흰색의 왁스를 분비하여
알주머니를 만든다. 알은 노란색 또는 주황색을 띤다.

천

156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단풍공깍지벌레 성충(단풍나무류)

단풍공깍지벌레 알(단풍나무류)

단풍공깍지벌레 군체(단풍나무류)

단풍공깍지벌레 군체(단풍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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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분

류

노랑솜깍지벌레
Pulvinaria nishigaharae (Kuwana, 1907)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서울, 전라도 등지

국 외 분 포

일본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수목의 잎에서 발생이 관찰된다.

기 주 식 물

네군도단풍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5월~6월에 발생이 주로
관찰된다. 경화된 암컷성충의 배 아래는 알로 가득 차며 부화까지 이루어진다. 연 1회 발생하며, 유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3~5mm 길이로 몸은 둥글거나 타원형이며 약간 볼록하다. 성숙한 암컷성충은 황갈색을 띠며, 약간
경화되었고, 특별한 줄무늬나 반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솜깍지벌레류와 달리 암컷은 산란기에 왁스 알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 알은 노란빛이 감도는 흰색을 띠며, 경화된 몸 아래에서 확인된다.

천

158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노랑솜깍지벌레 성충

노랑솜깍지벌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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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분

류

귤깍지벌레
Chrysomphalus dictyospermi (Morgan, 1889)
Dictyospermum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러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며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 내 관상용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감귤과 같은 과수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귤나무, 단풍나무, 사철나무, 종려죽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온실에서
관찰된다. 온도조건에 따라 연 2회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약 1mm 길이로 서양배 모양이다. 몸은 반투명하거나 갈색의 왁스에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2mm로,
둥그스름하거나 타원형이며, 1령 약충의 탈피각이 중앙부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

160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이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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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분

류

이세리아깍지벌레
Icerya purchasi Maskell, 1878
Cottony cushion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짚신깍지벌레과(Monophlebidae)

국 내 분 포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지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귤과 같은 과실수와 돈나무와 같은 조경용 수목에도 발생하여
수세 약화 및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준다. 외국에서도 감귤과 같은 과수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귤나무, 단풍나무, 돈나무, 된장풀, 백목련, 싸리나무, 유자나무, 유칼립투스, 주목, 협죽도 등 (Kwon & Han, 2003;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4월~9월에 발생이 주로 관찰된다. 성숙한 개체는 몸길이보다 약간 더 긴 왁스를 분비한다. 왁스 안에는 알로 가득 차며
부화까지 이루어진다. 연 2회 발생하고, 약충 또는 성충으로 월동한다. 수컷이 존재하지만, 암컷의 모습을 한 개체는
자웅동체를 나타낸다고 알려졌다.

형

태

개체는 4~5mm 길이로 몸은 타원형이며 주황색을 띤다. 약충은 부분적으로 하얗거나 노란 왁스로 덮여있다. 성충은 흰
왁스를 분비하여 알주머니를 형성하고, 왁스에는 뚜렷한 세로홈이 나타난다. 알은 빨갛거나 주황색을 띤다.

천

162

적

애풀잠자리, 무당벌레, 베달리아무당벌레, 홍테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이세리아깍지벌레 성충

이세리아깍지벌레 피해

이세리아깍지벌레 알

이세리아깍지벌레 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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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분

류

당단풍나무이
Cacopsylla pseudosieboldiani (Konovalova & Loginova, 1985)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나무이과(Psyll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러시아,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에 군서하며, 식물체를 흡즙하여 성장 저해 및 조직 기형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i ), 고로쇠나무 (Acer pictum )와 같은 단풍나무류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Cho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단풍나무류 (Acer sp.)에서 확인되었다.

발생 및 생태

봄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여름철까지 기주 식물을 흡즙한다. 동면은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같은 속에서 성충
상태의 동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형

태

몸길이는 2.15~2.4㎜이며,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어린 개체의 경우 주홍빛이 도는 갈색, 배는 연두색을 띤다. 성숙개체,
또는 월동 시기가 가까워진 개체는 가슴 부분이 흑갈색을 띤다. 머리와 가슴에는 흰빛이 도는 얇은 줄무늬가 있다.
더듬이의 길이는 머리의 너비와 비슷하며, 앞날개는 투명하며 갈색 빛이 돌고, 배 전체를 덮는다.

천

164

적

꽃노린재, 장님노린재 등 일부 육식 노린재류가 본 종의 약충 및 성충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단풍나무류(Acer spp.)

당단풍나무이 성충(단풍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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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류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Hemipteran
pests on
Zelkova serrata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다.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 해충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는 벚나무, 단풍나무 등과 함께 국내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이다. 수피에 틈이 있고 쉽게
벗겨지는 특성이 있으며, 다수의 곤충이 동면처로 이용하는 수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느티나무류에서 35종의 흡즙성 해충이 확인되었다.
띠띤수염잎벌레 등 딱정벌레목 및 쐐기나방류, 미국흰불나방 등의 나비목 해충이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즙성 해충 중에서도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을 비롯하여 줄솜깍지벌레, 뽕나무깍지벌레 등이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느티나무류에서 출현하는 흡즙성 해충 목록]
아목
매미아목
(Auchenorrhyncha)

과

과(국명)

학명

선녀벌레과

Metcalfa pruinosa

미국선녀벌레*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Ricania sublimata

갈색날개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Zygina yamashiroensis

대구애매미충*

Coreidae

허리노린재과

Plinachtus bicoloripes

노랑배허리노린재*

Miridae

장림노린재과

Eurystylus sauteri

동쪽탈장님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Dalpada cinctipes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confusa

산느티나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grisea

느티나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obtusa

네점박이노린재*

매미아목 3과 3속 3종

소계

노린재아목
(Heteroptera)

소계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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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Flatidae

노린재아목 3과 4속 6종

Aphidiidae

진딧물과

Aphis gossypii

목화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olophina clematis

할미질빵어리면충

Aphidiidae

진딧물과

Macrosiphum euphorbiae

감자수염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persicae

복숭아혹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Paracolopha morrisoni

외줄면충*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아목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과

과(국명)

학명

국명

Aphidiidae

진딧물과

Stomaphis yanonis

주둥이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mushensis

노랑느티나무알락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saltans

애느릅알락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ulmiparvifoliae

머리혹알락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zelkowae

느티나무알락진딧물*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occus pseudomagnoliarum

어리목련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Eulecanium cerasorum

포도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Nipponpulvinaria horii

단풍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arasaissetia nigra

검은철모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arthenolecanium glandi

큰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ulvinaria nipponica

무궁화솜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ulvinaria nishigaharae

노랑솜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Takahashia japonica

줄솜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Hemiberlesia lataniae

야자흰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Drosicha corpulenta

짚신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Drosicha howardi

하워드짚신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Crisicoccus seruratus

느티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henacoccus pergandei

큰솜깍지벌레붙이

소계

진딧물아목 5과 20속 26종

총

총 7상과 11과 27속 35종

*표시한 종은 본 도감에 기재문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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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분

류

노랑배허리노린재
Plinachtus bicoloripes Scott, 1874

노린재아목(Heteroptera), 허리노린재과(Core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번식력이 좋으며, 군서하는 경우가 많아 한 기주에
여러 개체가 발견될 시 식물체가 받는 피해가 크다.

기 주 식 물

화살나무, 회잎나무, 사철나무 등 화살나무류 식물에서 주로 발견된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6~10월에 주로 발견된다. 약충과 성충이 군서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충으로 동면한다.

형

약충은 머리와 작은방패판, 날개싹이 검고, 앞가슴등판과 배마디는 밝은 노랑색을 띤다. 앞가슴등판 후반부 테두리, 복부

태

등면쪽 중앙의 큰 점무늬 2개 등이 두드러진다. 종령은 날개싹이 길게 발달한다. 성충은 몸길이 15~17mm 내외이며,
길쭉한 타원형의 체형을 가진다. 등면은 전체가 암갈색 또는 흑갈색이고, 더듬이도 제 4마디의 갈색을 제외하고는 색이
어둡다. 배면은 전체가 밝은 노랑색이고, 다리는 기절에서 넓적다리마디 기부까지 붉은색, 넓적다리마디 기부에서
2/3까지가 황백색, 넓적다리마디 말단에서 발톱마디 끝까지 암갈색을 띤다. 등면에서 보았을 때 배 측면이 앞날개
옆으로 삐져나오며, 검은색과 노랑색이 번갈아 무늬를 이룬다.
천

170

적

해당 종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수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노랑배허리노린재 성충

노랑배허리노린재 성충-측면

노랑배허리노린재 약충

노랑배허리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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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분

류

동쪽탈장님노린재
Eurystylus sauteri Poppius, 1915

노린재아목(Heteroptera), 장님노린재과(Miridae)

국 내 분 포

강원, 경기, 경북, 충남, 충북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Yasunaga et al., 2017)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붉나무, 검양옻나무, 두릅나무, 미역취, 자귀나무, 싸리류, 칡, 수국류, 광나무, 머귀나무, 모시풀, 호장근 등의 식물에서
발견되며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에서 확인되었다.

발생 및 생태

성충은 6~9월에 기주식물의 꽃이나 열매 주변에서 주로 관찰되며, 일본에서는 10월에도 발견된 기록이 있다. 기후에
따라 1년 2회 또는 그 이상의 생활환이 순환하며, 알로 월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의 다양한 부위를 흡즙하지만,
보통 기주의 꽃 주변에서 꽃의 꿀이나 꽃가루를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꽃봉오리나 꽃잎 등의 흡즙도
관찰되었다. 같은 속의 탈장님노린재와 같은 기주에서 동시에 발견되기도 한다.

형

태

성충은 약 4~6mm 내외의 몸길이를 가지고, 둥근 타원형의 체형이다. 광택이 적은 몸체와 앞가슴등판에 있는
한 쌍의 점무늬, 곤봉형의 더듬이 제 2마디가 특징이다. 더듬이 제 1마디는 짧고 두꺼우며, 제 2마디는 갈색에서
흑갈색을 띠고 곤봉형이다. 제 3, 4마디는 짧고 가늘며, 기부의 색이 밝다. 앞가슴등판은 사다리꼴로, 검고 길쭉한 한
쌍의 점무늬가 있다. 작은방패판은 다소 융기되어 있으며, 연갈색과 암갈색이 섞여 얼룩덜룩하다. 앞날개 혁질부는
암갈색과 연갈색으로 얼룩덜룩하며, 설상부와의 경계가 급격하게 배 쪽으로 꺾여 있다. 다리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이고,
넓적다리마디 기부는 다소 얼룩덜룩하고 색이 밝다.

천

172

적

해당 종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수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동쪽탈장님노린재 성충(느티나무)

등화에 채집된 동쪽탈장님노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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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분

류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Dalpada cinctipes Walker, 1867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인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참나무류, 멀구슬나무류, 오동나무류, 장미류 식물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et al., 2001; Rider, 2015). 본
연구에서는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1년에 2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충 혹은 약충 상태로 월동하며, 5~9월에 국내 전역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

형

태

약충은 1령 시기에는 몸이 둥근 타원형이고, 밝은 황백색에 검은 점각이 퍼져 있으며, 배마디의 체절이 붉다. 성충은
16~18mm의 몸길이에 암갈색 또는 흑갈색의 길쭉한 타원형의 몸체를 가진다. 등면 전체에 걸쳐 황백색의 미세한
점무늬가 퍼져 있다. 더듬이 제 4, 5마디 기부 절반이 황백색이고, 나머지는 검다. 앞가슴등판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양
측면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 작은방패판 기부 양 꼭지점은 넓게 밝은 색의 무늬가 있다. 다리는 흑갈색을 띠고, 모든
다리쌍의 종아리마디는 중앙부 1/3이 황백색을 띤다.

천

적

일부 기생파리 (Tachinidae) 및 기생벌류가 노린재과 곤충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종에 특이적으로
기생하는 종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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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1령약충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2령약충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약충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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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분

류

느티나무노린재
Homalogonia grisea Josifov & Kerzhner, 1978

노린재아목(Heteroptera), 노린재과(Pentatomidae)

국 내 분 포

제주 외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느릅나무, 느티나무 등의 식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는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4~9월에 걸쳐 폭넓게 발생하는 종이며, 성충 상태로 월동 후 봄철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1년에 2세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주식물에서는 6~8월 사이에 주로 볼 수 있다.

형

태

악충은 황녹색을 띠고, 더듬이 제 3, 4마디 일부를 제외하고 색이 밝다. 성충은 11~14mm정도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얼룩덜룩한 갈색 또는 회갈색을 띤다. 머리는 뭉툭한 삼각형을 띠고 외곽이 뭉툭하며, 더듬이는 전체가 검은
빛을 띠고, 제 5마디 기부 절반은 황백색이다. 앞가슴등판 앞쪽에 4개의 황백색 점이 나타나고, 작은방패판 기부 양
꼭지점에도 밝은색의 무늬가 있다. 배마디가 앞날개 혁질부 측면으로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마디를 따라 황백색과
암갈색이 번갈아 나타난다. 배면은 전체가 넓게 희고, 검은 점각이 외곽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

천

적

검정알벌과 (Scelionidae)에 속하는 천마큰검정알벌 (Trissolcus itoi ), 썩덩큰검정알벌 (Trissolcus japonicus )등이

Homalogonia 속의 알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7; Zhe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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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느티나무노린재 약충

느티나무노린재 성충

느티나무노린재 성충

느티나무노린재 성충 – 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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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분

류

외줄면충
Paracolopha morrisoni (Baker, 1919)
Zelkova gall-bamboo root aphid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광주, 서울, 수원, 인천, 청주

국 외 분 포

대만, 인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일차기주인 느티나무 엽맥 사이 엽육 표면에서 충영을 형성한다.

기 주 식 물

일차기주는 느티나무, 이차기주는 대나무류이다

발생 및 생태

일차기주인 느티나무의 잎에서 충영을 만들어 생활한 후 유시충은 이차기주인 대나무류로 기주이동을 한다 (백, 1972).

형

유시충의 체색은 짙은 갈색이며, 체장은 1.35-2.36mm이다. 뿔관은 없다. 더듬이는 6마디이며 3번 더듬이 마디보다

태

4, 5, 6번 더듬이 마디의 길이의 합이 0.53-0.86배 더 길다. 3-6번 더듬이 마디에는 이차감각기가 있다. 주둥이
4+5마디의 길이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의 0.71-0.84배 길다.
천

178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외줄면충 유시충

외줄면충 무시충

외줄면충 충영

외줄면충 충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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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분

류

주둥이왕진딧물
Stomaphis yanonis Takahashi, 1918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줄기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배출한다.

기 주 식 물

느티나무, 팽나무 (Seo, 1994)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줄기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짙은 갈색이며, 복부 등판 1-7마디는 1쌍의 원형 피부판이 있다. 복부 배면에는 5개의 피부판이 있다.
체장은 4.80-5.28mm이며, 주둥이의 전체 길이는 몸길이의 2배에 가깝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74,
0.38, 0.42, 0.38+0.08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45-0.47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1.27-1.34배 길다.

천

180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주둥이왕진딧물 무시충

주둥이왕진딧물과 개미의 군서

주둥이왕진딧물 군체

주둥이왕진딧물과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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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분

류

애느릅알락진딧물
Tinocallis (Sappocallis) saltans (Nevsky, 192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수원, 평안남도

국 외 분 포

북아메리카, 시베리아, 유럽, 일본, 중국, 파키스탄, 헝가리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느릅나무류, 느티나무 (Lee et al., 2018)

발생 및 생태

단식성에 완전한 생활환을 한다.

형

유시충의 체색은 미색 또는 연한 황색을 띤다. 몸은 둥근 유선형이며 체장은 1.42-1.91mm이다. 이마홈과 더듬이 혹이

태

잘 발달되어 있다. 머리 등면에는 혹이 없다. 더듬이 3마디 전체 부분에는 11-15개의 가로로 긴 형태의 이차감각기가
있다. 더듬이 1-3마디에는 미세한 그물무늬가 있고, 4-6마디의 그물무늬는 뚜렷하다. 앞가슴에는 2쌍의 혹이 있으며
중간감슴은 매끈하며 1쌍의 혹이 있다. 뿔관은 원통형이며 1개의 털이 있다. 끝편은 주걱 모양으로 0.08-0.10mm이며
8-9개의 털이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51, 0.31, 0.26, 0.14+0.11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68-0.85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0.82-1.00배 길다.
천

182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애느릅알락진딧물 유시충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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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분

류

머리혹알락진딧물
Tinocallis (Tinocallis) ulmiparvifoliae Matsumura, 191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수원, 서울

국 외 분 포

대만, 북아메리카, 유럽, 중국, 호주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느릅나무류, 느티나무 (Lee et al., 2018)

발생 및 생태

단식성에 완전한 생활환을 한다.

형

유시충의 체색은 황녹색을 띤다. 몸은 둥근 유선형이며 체장은 2.06-2.52mm이다. 머리에는 2-3쌍의 혹이 돋아 있다.

태

더듬이 3마디 전체 부분에는 19-26개의 틈 모양의 이차감각기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제1 발마디에는 7개의 강모가
돋아 있다. 앞가슴에는 2쌍의 털이 등혹에 돋아 있으며 중간가슴에는 1쌍의 혹이 발달해 있다. 복부 등면 1-2마디에는
1쌍의 큰 혹이 발달되어 있다. 꼬리는 주걱 모양으로 0.15-0.17mm이며 13-17개의 털이 돋아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62, 0.33, 0.33, 0.20+0.16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74-0.80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0.73-0.82배 길다.
천

184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머리혹알락진딧물 유시충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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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분

류

느티나무알락진딧물
Tinocallis (Tinocallis) zelkowae (Takahashi, 191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북한, 서울, 울릉도, 원주

국 외 분 포

대만, 북아메리카, 유럽, 중국, 호주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을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느릅나무, 느티나무 (Lee et al., 2018)

발생 및 생태

단식성에 완전한 생활환을 한다.

형

유시충의 체색은 미색 또는 황색을 띤다. 몸은 둥근 유선형이며 체장은 1.63-2.47mm이다. 머리에는 이마홈이

태

발달되어 있다. 더듬이 3마디 3/4 부분에는 16-23개의 틈 모양의 이차감각기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제1 발마디에는
7개의 강모가 돋아 있다. 가슴 부분에는 등혹이 없다. 복부 등면 1-2마디에는 1쌍의 혹이 발달되어 있다. 복부 등면
3-8마디에는 1쌍의 털이 짙은 색의 돌기 위에 돋아 있다. 꼬리는 주걱 모양으로 0.10-0.14 mm이며 8-10개의 털이
돋아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46, 0.24, 0.22, 0.14+0.08mm이고 더듬이는 몸 길이의 0.530.79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0.80-1.20배 길다.
천

186

적

Trioxys curvicaudus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느티나무알락진딧물 유시충

187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79
분

류

노랑느티나무알락진딧물
Tinocallis (Tinocallis) mushensis (Takakhashi, 1925)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공주, 서울

국 외 분 포

대만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잎 부위에 기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느티나무 (Lee et al., 2018)

발생 및 생태

단식성이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형

유시충의 체색은 밝은 황색을 띤다. 몸은 유선형이며 체장은 1.59-1.96mm이다. 머리 표면에는 엷은 주름이 있고

태

0.01mm의 뾰족한 털이 있다. 이마홈과 더듬이 혹이 잘 발달되어 있다. 더듬이 3마디 전체 부분에는 24-30개의 잘려진
틈과 같은 이차감각기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주둥이는 길며 가운데 다리 밑마디에 살짝 닿는다. 제1 발마디에는
8개의 강모가 돋아 있다. 가슴 부분에는 혹이 없다. 복부 등면 1-2마디에는 1쌍의 털이 미색의 혹 위에 돋아 있다.
뿔관의 길이는 0.03-0.06mm이다. 꼬리는 주걱 모양으로 0.09-0.11mm이며 10-12개의 털이 돋아 있다. 제 3-6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각각 0.58, 0.23, 0.22, 0.14+0.11mm이고 더듬이는 몸길이의 0.76-0.90배이다. 주둥이
4+5마디는 뒷다리 제 2발목마디 보다 1.22-1.63배 길다.
천

188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노랑느티나무알락진딧물 유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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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분

류

어리목련깍지벌레
Coccus pseudomagnoliarum (Kuwana, 1914)
Grey citrus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본,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귤나무에 발생하나 비교적 드물게 관찰된다. 외국에서는 감귤과
같은 과수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감귤나무, 누리장나무, 느티나무, 탱자나무, 팽나무, 황벽나무 등 (Lee & Choi, 2019;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연 1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Lee & Choi, 2019;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약 4~5mm 길이로 몸은 길쭉한 타원형이며 납작하거나 약간 볼록하다. 몸은 초록색으로 등에는 불규칙한
회색 또는 노란색 반점이 분포한다. 알은 주황색을 띤다.

천

190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어리목련깍지벌레 성충

어리목련깍지벌레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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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분

류

검은철모깍지벌레
Parasaissetia nigra (Nietner, 1861)
Nigra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경기도 등지

국 외 분 포

남미, 동남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유럽, 일본, 중국, 호주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 내 관상용 식물에서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커피나무, 감귤
등과 같은 다양한 과실수 또는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느티나무, 벤자민고무나무 등 (Kwon et al., 2005; Lee & Choi, 2019;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온실에서 관찰된다. 온도조건에 따라 연 2회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태

암컷성충은 약 2~4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노랗거나 갈색을 띠며 납작하거나 약간 볼록하다. 어린 암컷성충은
반투명한 노란색을 띠고, 등 표면에 갈색 반점을 갖는다. 성숙한 암컷은 어두운 갈색을 띠고, 등면에는 다각형의 그물
모양이 나타난다.

천

192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검은철모깍지벌레 초기약충과 성충

검은철모깍지벌레 약충과 성충

검은철모깍지벌레 성충과 초기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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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분

류

무궁화솜깍지벌레
Pulvinaria nipponica Lindinger, 1933
Cottony citrus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밀깍지벌레과(Coccidae)

국 내 분 포

서울, 전라도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의 잎과 가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기 주 식 물

무궁화, 느티나무 등 (Kwon et al., 2005)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과 가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으로
5월~8월에 발생이 관찰된다. 연 1회 발생하며 약충으로 월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Choi & Lee, 2017; Lee & Choi,
2019).

형

태

암컷성충은 2~4mm 길이로 몸은 길쭉한 타원형이며 약간 볼록하다. 어린 암컷성충은 어두운 갈색을 띠며, 등면의
중앙에 하나의 노란 세로띠가 나타나고, 왁스로 약간 덮여있다. 성숙한 암컷성충은 노란색을 띠며, 산란기에 왁스
알주머니를 만든다. 왁스 알주머니는 흰색으로, 몸길이의 1~2배 정도의 길이를 나타낸다. 알은 하얗고, 알주머니에
덮여있다.

천

194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무궁화솜깍지벌레 성충

무궁화솜깍지벌레 – 알주머니 왁스 분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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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분

류

짚신깍지벌레
Drosicha corpulenta (Kuwana, 1902)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짚신깍지벌레과(Monophleb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류와 같은 활엽수의 가지 및 줄기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사과와 같은 과수와 버드나무와 같은 조경용 수목의 주요 해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가시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상수리나무, 졸가시나무, 참나무 등 (Kwon & Han, 2003;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다식성이며
4월~6월에 발생이 주로 관찰된다. 5월~6월 산란기에는 암컷성충이 떨어진 낙엽에 솜 같은 덩어리와 함께 100여개의
알을 산란한다. 암컷성충은 수목의 수피 틈에서 주로 발견된다. 연 1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한 등,
2002).

형

태

암컷성충은 약 10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등면은 짙은 갈색이나 중앙부와 가장자리에 주황색의 띠가 나타난다. 몸
표면은 솜과 같은 왁스로 약간 덮여있다. 더듬이는 검정색으로 잘 발달하였고, 7~9마디로 나뉜다. 다리 역시 검정색으로
잘 발달하였으며, 특히 넓적마디가 두드러진다.

천

196

적

베달리아무당벌레, 홍테무당벌레가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느티나무류(Zelkova serrata )

짚신깍지벌레 암컷성충

짚신깍지벌레 암컷성충

짚신깍지벌레 수컷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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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소나무류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Hemipteran
pests on
Pinus spp.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라. 소나무류 (Pinus spp.) 해충
소나무류(Pinus spp.)는 국내 일부 고지대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식재되거나 자생하고 있는 수종이다. 조경 및 관상 목적 외에도 솔잎과
잣나무 등의 수종은 식용으로도 쓰이며, 그 외에도 가구용 목재, 의약품 등 매우 다양한 곳에 이용된다. 현재까지 약 200여종의 해충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노린재목 흡즙성 해충은 32종에 이른다. 본래 솔나방,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천공성의 소나무좀 등이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노린재목 흡즙성 해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솔껍질깍지벌레 및
2010년대 들어 광범위하게 퍼지며 구과를 가해하는 소나무허리노린재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부각되고 있다.
[소나무류에서 출현하는 흡즙성 해충 목록]
아목
매미아목
(Auchenorrhyncha)

과

과(국명)

학명

Aphrophoridae

거품벌레과

Aphrophora flavipes

솔거품벌레(소나무거품벌레)*

Aphrophoridae

거품벌레과

Aphrophora pectoralis

거품벌레*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Ricania sublimata

갈색날개매미충*
매미아목 2과 2속 3종

소계

노린재아목
(Heteroptera)

Coreidae

허리노린재과

Leptoglossus occidentalis

소나무허리노린재*

Rhyparochromidae

무늬긴노린재과

Gastrodes grossipes

넓적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Glaucias subpunctatus

기름빛풀색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alyomorpha halys

썩덩나무노린재*
노린재아목 3과 4속 4종

소계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200

국명

Adelgidae

솜벌레과

Pineus orientalis

소나무솜벌레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atlantica

리기다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cembrae

잣나무작은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formosana

대만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kochi

콧호왕진딧물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아목

진딧물아목
(Sternorrhyncha)

과

과(국명)

학명

국명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orientalis

동양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pinidensiflorae

소나무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piniformosana

곰솔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shinjii

진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watanabei

잣나무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Eulachnus agilis

못털호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Eulachnus pumilae

잣나무호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Eulachnus thunbergii

호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Schizolachnus orientalis

가루왕진딧물*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eroplastes rubens

루비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Aspidiotus cryptomeriae

삼나무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epidosaphes pinea

북방솔잎굴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epidosaphes pini

소나무굴깍지벌레*

Matsucoccidae

소나무껍질깍지벌레과

Matsucoccus koraiensis

우리솔껍질깍지벌레

Matsucoccidae

소나무껍질깍지벌레과

Matsucoccus matsumurae

솔껍질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Drosicha pinicola

소나무짚신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Steingelia gorodetskia

단풍껍질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Crisicoccus pini

소나무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Psyllidae

나무이과

Calophya shinjii

소태나무이

소계

진딧물아목 8과 13속 25종

총

총 8상과 13과 19속 32종

*표시한 종은 본 도감에 기재문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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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분

류

솔거품벌레(소나무거품벌레)
Aphrophora flavipes Uhler, 1896
Pine Spittle Bug (Pine Frog-Hopper)

매미아목(Auchenorrhyncha), 거품벌레과(Aphrophor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국 외 분 포

러시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약충 시기에 가지에 거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식물체를 흡즙한다. 흡즙 시 생장 저해와 거품으로 인한 미관 저하가
일어난다.

기 주 식 물

국내에 서식하는 다수의 소나무과 (Pinaceae) 식물에서 발견되며, 전나무류 (Abies spp.), 잣나무 (Pinus koraiensis ),
소나무(Pinus densiflora ), 곰솔 등에서 발견된다 (Kwon & Huh, 2001).

발생 및 생태

연 1회 발생하며, 알 상태로 나무 조직에서 월동한다. 5~6월경 침엽수류 식물에 신초가 자라날 때 신초에 약충 상태로
붙어 기주를 흡즙하며, 7월 중순경까지 거품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다. 7~8월경부터 성충이 나타나며, 식물체를
흡즙한다. 성충 시기에는 거품을 분비하지 않는다 (산림청, 2014b).

형

태

약충 시기에는 희고 투명한 거품을 만들어 몸을 덮으며, 머리와 가슴은 색이 검고 배는 주황색을 띤다. 성충은
8~9mm의 몸길이를 가지며, 등면은 가슴과 앞날개 안쪽이 황갈색에서 갈색을 보이고, 머리와 가슴의 중앙부는 어두운
세로 방향의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 무늬는 머리에서 가장 폭이 넓고, 날개로 갈수록 얇아진다. 앞날개 바깥쪽은 넓게
암갈색 또는 갈색의 무늬가 있다. 등면의 어두운 무늬는 검정색에서 갈색까지 다소 폭넓게 변이가 있다.

천

적

약충의 경우 유의한 기생종이 발견된 기록은 없으나, 같은 속에 속하는 거품벌레류 성충이 머리파리과 등의 곤충에 의해
기생당한다는 기록이 있어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이 있다. (Linnane & Osgood, 1977).

202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솔거품벌레 성충 표본

솔거품벌레 약충(소나무류)

솔거품벌레 성충(소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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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분

204

류

소나무허리노린재
Leptoglossus occidentalis Heidemann, 1910
Western Conifer Seed Bug

노린재아목(Heteroptera), 허리노린재과(Coreidae)

국 내 분 포

국내 전역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북미(캐나다, 미국), 유럽(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체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1령 약충 때 솔잎을 흡즙하다가 2령부터 성충까지 구과를 흡즙한다. 집단 서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구과가 어릴 때부터
가해하여 종자 형성과 발달을 저해한다.

기 주 식 물

소나무과(Pinaceae), 측백나무과(Cupressaceae) 및 노박덩굴과(Celastraceae) 등 약 34종의 기주식물이 알려져 있다 (Ahn et
al., 2013; 산림청보고서, 2018). 국내 주요 기주식물은 스트로브잣나무(Pinus strobus), 곰솔(Pinus thunbergii), 소나무(Pinus
densiflora), 잣나무(Pinus koraiensis), 측백나무(Thuja orientalis), 사철나무(Euonymus japonica) 등이다.

발생 및 생태

7월~10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과에서 주로 발생하며, 약충은 솔잎에서 나타난다. 먹이식물의 잎 또는
과일 표면에 1열로 산란한다. 산란 후 부화까지 약 10~15일이 소요된다. 5령의 약충기간을 가지며, 부화에서 우화까지
약 35~40일이 걸린다. 1~2령 약충 시기에 잎을 가해하나 주 먹이원은 구과이다. 국내에서도 연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북미지역에서는 연1회 발생) 성충으로 월동한다. 2010년대부터 국내에 침입하여 다양한 기주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형

태

알은 높이 1.2mm, 폭 1.7~1.8mm의 원기둥 모양으로, 갈색이다. 약충은 복부가 노란색이며, 나머지는 암갈색을 띠고 있다.
복부 가운데 세로로 2개의 암갈색 점무늬가 있으며, 3쌍의 다리 모두 넓적다리마디와 종아리마디에 연한 색의 띠가 있다.
종령으로 갈수록 적갈색이 진해지며, 뒷다리 종아리마디가 부풀어오른다. 성충은 몸길이 16~19mm 정도이며, 종아리마디가
나뭇잎 모양으로 넓적하게 발달한다. 앞날개 중간에 양쪽으로 백회색의 ‘W’ 무늬가 있다.

천

적

납작먹좀벌, 깡충좀벌, 벼룩좀벌과 등에 속하는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Maltese
et al., 2012).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소나무허리노린재 성충 표본

소나무허리노린재 약충

소나무허리노린재 성충과 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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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분

류

넓적긴노린재
Gastrodes grossipes japonicus (Stål, 1874)
Pine Cone Bug

노린재아목(Heteroptera), 무늬긴노린재과(Rhyparochromidae)

국 내 분 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Cho & Kwon, 2017; 안 등, 2018)

국 외 분 포

유럽,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을 흡즙하여 반점 및 조직 기형, 생장 저해 등을 유발한다. Faci (2003)에 의하면 소나무류 식물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균의 확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소나무가 기주식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Kwon et al., 2001), 본 조사에서도 소나무 (Pinus densiflora )에서 발견되었다.
성충으로 월동하며, 3월부터 소나무류 식물 주변이나 동면처 근처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 5~7월에는 약충과 함께

발생 및 생태

신초의 줄기나 구과 주변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동성은 적은 편이다.
약충의 경우 머리, 가슴, 날개싹, 다리는 흑갈색이고, 배는 적갈색에 흰색 줄무늬가 2개 정도 나타난다. 성충은

형

태

몸길이 7~8mm 내외이며, 납작한 둥근 타원형 체형이다. 머리는 전면부가 뾰족하게 앞으로 나와 있고, 흑갈색이다.
더듬이는 총 4마디에 갈색이다. 앞가슴등판은 흑갈색이고 점각이 밀도있게 있으며, 후반부의 양 측면은 점각이 옅거나
없고 갈색을 띤다. 앞날개는 전체가 갈색이고, 외연부가 바깥쪽 테두리를 따라 명확하게 관찰된다. 앞날개 막질부는
흑갈색이고, 혁질부와 맞닿는 기부는 갈색이다. 다리는 갈색이며, 발톱마디는 연갈색이다. 앞다리 넓적다리마디는 다른
다리에 비해 두껍고 색이 진하며, 가시돌기가 있다.

천

206

적

해당 종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수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넓적긴노린재 성충

넓적긴노린재 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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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분

류

리기다왕진딧물
Cinara (Cinara) atlantica (Wilson, 191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미륵산, 수원, 영광, 전주, 천안, 추동

국 외 분 포

미국

피 해 형 태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리기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 등이 있으며 (Seo, 1994), 본 조사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에서 발견되었다.

발생 및 생태

10월에 난태생암컷과 수컷이 관찰되며 나뭇잎에 월동란을 낳으며, 완전한 생활환을 가진다. 숙주식물의 새순이나
1-2년생의 작은 가지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갈색이며, 뒷가슴의 등판에는 한쌍의 진한 갈색의 피부딱지들이 정중앙에 있다. 복부 등쪽에는 1번
등판 정중앙 부위에 있는 피부딱지와 8번 등판에 횡으로 존재하는 1쌍의 피부딱지를 제외한 6개 마디에 근육판들이
분포하며 2-7번 배마디 등쪽에 진한 갈색을 띤 작은 피부딱지들이 흩어져서 분포한다. 주둥이 전체의 길이는 1.11.2mm이며, 주둥이 4번 마디의 길이는 5번 마디의 2.3-2.6배, 뒷다리 제1 발목마디의 1.5-1.7배이다. 주둥이 4번
마디에는 5-7개의 이차 센털이 있다.

천

208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리기다왕진딧물 유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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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분

류

대만왕진딧물
Cinara (Cinara) formosana (Takahashi, 1924)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고창, 광주, 단양, 대관령, 보길도, 영광, 울릉도, 울진, 제주도, 진주, 천안, 천애산, 춘천, 평택, 해남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소나무류(Pimus spp.) 식물의 작은 가지에 서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Seo, 1994).

기 주 식 물

소나무, 곰솔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가지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갈색이며, 복부 등판의 각 마디마다 원형의 피부딱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체장은 3.83mm이다. 주둥이
전체 길이는 1.5-1.9mm이고, 주둥이 4번 마디의 길이는 5번 마디의 2.3배, 뒷다리 제1 발목마디의 1.1-1.4배이다.
4번 입틀마디에는 6-7개의 이차 센털이 있다. 제3-5번 더듬이마디에는 0, 0, 1개의 이차감각기가 있고, 제2-3번
더듬이마디에는 8-12, 36-47개의 센털이 있다. 제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653, 278, 286㎛이며, 제5-6번
더듬이마디의 일차감각기에는 키틴질테두리가 있다.

천

210

적

Pauesia pini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대만왕진딧물 군체와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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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분

류

소나무왕진딧물
Cinara (Cinara) pinidensiflorae (Essig & Kuwana, 1918)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나주, 수원, 임실, 전주

국 외 분 포

대만,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의 작은 가지에 서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Seo, 1994).

기 주 식 물

곰솔, 소나무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가지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갈색이며, 복부 등판의 각 마디마다 원형의 피부딱지들이 1쌍씩 분포하고 있다. 체장은 2.392.74mm이다. 제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396, 175, 228, 132+51 ㎛이고, 제3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뿔관융기물 직경의 1.0-1.4 배이다. 제 3-5번 더듬이마디에는 0, 1, 1개의 이차감각기가 있고, 제 2-3번
더듬이마디에는 11-16, 38-49개의 센털이 있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1.10-1.48mm이고, 4번 입틀마디에는 6-8개의
이차 센털이 있다. 뿔관은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300-397㎛이고, 여기에는 센털들이 많이
있다. 생식판에는 18-21개의 센털이 분포한다.

천

212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소나무왕진딧물 무시충과 약충

소나무왕진딧물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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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곰솔왕진딧물
Cinara (Cinara) piniformosana (Takahashi, 1923)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대만, 브라질, 시베리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새순 부위를 서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한다.

기 주 식 물

소나무, 곰솔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가지에 서식한다 (Seo, 1994).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갈색이며, 복부 등판의 각 마디마다 원형의 작은 피부딱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체장은 3.083.66mm이다. 제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506, 206, 254, 132+46 ㎛이고, 제3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뿔관융기물 직경의 0.9-1.6배이다. 제3-5번 더듬이마디에는 1-3, 1-2, 1개의 이차감각기가 각각 있고, 제2-3번
더듬이마디에는 8-10, 25-34개의 센털이 있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0.74-1.20mm이고, 4번 입틀마디에는 4-8개의
이차 센털이 있다.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360-460 ㎛이고, 생식판에는 12-22개의 센털이
분포한다.

천

214

적

Pauesia abietis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곰솔왕진딧물 유시충

곰솔왕진딧물 무시충

곰솔왕진딧물 무시충의 가해

곰솔왕진딧물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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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진사왕진딧물
Cinara (Cinara) shinjii Inouye, 1938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일본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가지 부위를 서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섬잣나무, 잣나무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가지에 서식한다 (Seo, 1994).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갈색이며, 체장은 3.18-3.96mm이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1.20-1.50mm이고, 주둥이 4번 마디의
길이는 5번 마디의 1.8-2.2 배, 뒷다리 제 1 발목마디의 0.8-1.0배이다. 뿔관은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420-540 ㎛이고 여기에는 센털들이 있다. 뒷다리에서 종아리마디의 길이는 2.22-2.52mm이다. 제 3-5번
더듬이마디에는 이차감각기가 없고, 제 2-3번 더듬이마디에는 6-11, 30-43개의 센털이 있다. 제 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608, 242, 285, 172+61 ㎛이다. 제 5-6번 더듬이마디의 일차감각기에는 키틴질테두리가 있다. 제 6번
더듬이마디의 밑부는 끝부의 2.3-3.7배이고, 밑부에는 6-10개의 센털이 있으며, 끝부에는 4개의 아정단 센털이 있다.
생식판에는 36-40개의 센털이 분포한다.

천

216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진사왕진딧물 알

진사왕진딧물 무시충

진사왕진딧물 군체

진사왕진딧물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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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분

류

잣나무왕진딧물
Cinara (Cinara) watanabei Inouye, 1970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3-5년생 부위를 서식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기 주 식 물

잣나무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가지에 서식한다 (Seo, 1994).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갈색이며, 체장은 3.86-4.76mm이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1.50-2.20mm이고, 4번 입틀마디에는
17-21개의 이차 센털이 있으며, 4번 입틀마디에는 17-21개의 이차 센털이 있고, 뒷다리 제 1발목마디의 1.932.29 배이다. 5번 입틀마디의 길이는 92-120 ㎛이다. 뿔관은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400600 ㎛이다. 뒷다리의 종아리마디의 길이는 2.64-3.50mm이다. 생식판에는 29-40개의 센털이 분포한다. 제 3-5번
더듬이마디에는 3-8, 3-6, 2-3개의 이차감각기가 있고, 제2-3번 더듬이마디에는 10-19, 60-88개의 센털이 있다.
제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741, 270, 355, 158+58 ㎛이며, 제3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뿔관융기물 직경의
1.3-1.7배이다.

천

218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잣나무왕진딧물 무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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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분

류

못털호리왕진딧물
Eulachnus agilis (Kaltenbach, 1843)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고창, 대덕, 무주, 수원, 순천, 완주, 전주

국 외 분 포

미국, 시베리아, 유럽,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침엽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Seo, 1994).

기 주 식 물

소나무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침엽에 서식한다 .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일반적으로 녹색이고 체장은 2.00-2.14mm이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0.30-0.41mm이고, 4번
입틀마디에는 2개의 이차 센털이 있고, 4번 마디의 길이는 5번 마디의 2.2배, 뒷다리 제 1발목마디의 0.8 배이다.
뿔관은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48-52 ㎛로 아주 작으며, 센털은 없다. 생식판에는 20-22개의
센털이 있다. 제 3-5번 더듬이마디에는 각각 0, 1, 0개의 이차감각기가 있고, 제 2-3번 더듬이 마디에는 각각 5,
14개의 센털이 있다. 제 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324, 125, 150, 141+28 ㎛이며, 제 5-6 번 더듬이마디의
일차감각기에는 키틴질 테두리가 없다. 제 6번 더듬이마디의 밑부는 끝부의 4.8-5.1 배이고, 밑부에는 5개의 센털이
있으며, 끝부에는 1개의 아정단 센털이 있다.

천

220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못털호리왕진딧물 무시충

221

생활권 주요 수목의 노린재목 해충 피해 및 생태특성 조사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094
분

류

잣나무호리왕진딧물
Eulachnus pumilae Inouye, 193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서울, 전주

국 외 분 포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침엽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Seo, 1994).

기 주 식 물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침엽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녹색이고 체장은 2.84-2.98mm이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0.40-0.64mm이고, 4번 입틀마디에는
2개의 이차 센털이 있고, 4번 마디의 길이는 5번 마디의 3.0배, 뒷다리 제 1발목마디의 0.6 배이다. 뿔관은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72-88 ㎛로 아주 작으며, 센털은 없다. 생식판에는 23-31개의 센털이 있다. 제
3-5번 더듬이마디에는 이차감각기가 없다. 제 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472, 243, 269, 183+40 ㎛이며, 제
3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뿔관융기물 직경의 5.3-7.1 배이고, 이마디에 있는 가장 긴 센털 길이의 16-30 배이다. 제
5-6번 더듬이마디의 일차감각기에는 키틴질 테두리가 없다.

천

222

적

진딧물에 기생하는 진디벌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잣나무호리왕진딧물 유시충

잣나무호리왕진딧물 무시충

잣나무호리왕진딧물 무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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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분

류

호리왕진딧물
Eulachnus thunbergi (Wilson, 1919)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전국구

국 외 분 포

대만,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침엽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Seo, 1994).

기 주 식 물

곰솔, 소나무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침엽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녹색이고 하얀색 밀랍으로 덮여있다. 체장은 2.03-2.32mm이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0.340.36mm이고, 4번 입틀마디에는 2개의 이차 센털이 있고, 4번 마디의 길이는 5번 마디의 2.2배, 뒷다리 제
1발목마디의 0.8 배이다. 뿔관은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40-60 ㎛로 아주 작으며, 센털은 없다.
생식판에는 20-24개의 센털이 있다. 제 3-5번 더듬이마디에는 이차감각기가 없다. 제 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340, 164, 187, 157+30 ㎛이며, 제 3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뿔관융기물 직경의 6.0-8.4 배이고, 이마디에 있는
가장 긴 센털 길이의 3.1-3.6 배이다. 제 5-6 번 더듬이마디의 일차감각기에는 키틴질 테두리가 없다.

천

224

적

Diaeretus leucopterus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호리왕진딧물 알

호리왕진딧물 유시충

호리왕진딧물 유시충과 탈피각

호리왕진딧물 무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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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분

류

가루왕진딧물
Cinara (Schizolachnus) orientalis (Takahashi, 1924)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진딧물과(Aphididae)

국 내 분 포

설악산, 수원, 전주

국 외 분 포

대만, 인도, 일본, 중국

피 해 형 태

기주식물 침엽부위를 흡즙하며, 감로를 분비하여 기주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한다 (Seo, 1994).

기 주 식 물

소나무, 곰솔

발생 및 생태

주로 4월에 월동란에서 부화하여 10월에 월동란을 생산하기 전 까지 기주식물에서 완전한 생활환을 가지며, 기주식물의
침엽에 서식한다.

형

태

무시충의 체색은 짙은 회색이며, 몸 전체에 흰색 밀랍을 쓰고 있다. 체장은 1.9mm이다. 제3-5번 더듬이마디에는
이차감각기가 없고, 제2-3번 더듬이마디에는 9-13, 39-44개의 센털이 있다. 제3-6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각각
294, 139, 131, 122+24 ㎛이며, 제3번 더듬이마디의 길이는 뿔관융기물 직경의 3.1배이고, 이 마디에 있는 가장 긴
센털 길이의 2.1배이다. 제5-6번 더듬이마디의 일차감각기에는 키틴질테두리가 있다. 제6번 더듬이마디의 기부는
끝부의 5.1배이고, 기부에는 8-9개의 센털이 있으며, 끝부에는 아정단 센털이 없다. 입틀 전체의 크기는 0.49mm이며,
4번 입틀마디에는 2개의 이차 센털이 있다. 뿔관은 뿔관융기물 위에 있는데, 뿔관융기물의 직경은 96 ㎛이고, 여기에는
긴 센털이 약간 있다. 생식판에는 4-9개의 센털이 분포한다.

천

226

적

Pauesia unilachni 등 여러 벌목 곤충들이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tarý & Choi, 2000).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가루왕진딧물 유시충과 무시충

가루왕진딧물 무시충과 약충

가루왕진딧물 군체

가루왕진딧물 무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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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분

류

삼나무깍지벌레
Aspidiotus cryptomeriae Kuwana, 1902
Cryptomeria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서울, 수원, 완도, 진도, 제주

국 외 분 포

러시아, 북미,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며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침엽수의 잎에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도 침엽수종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가문비나무, 개잎갈나무, 삼나무, 일본전나무, 잣나무, 향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침엽수종에 주로 발생하며
5월~6월에 주로 발생이 관찰된다. 연 2~3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약 1mm 길이로 서양배 모양이다. 몸은 반투명한 흰색 왁스로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2~3mm로,
둥그스름하거나 타원형이며, 갈색의 1령 약충의 탈피각이 중앙부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

228

적

줄깡충좀벌이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이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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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분

소나무굴깍지벌레
Lepidosaphes pini (Maskell, 1897)
Oriental pine scale, Pine oystershell scale

류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굴깍지벌레과(Diaspid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지

국 외 분 포

북미,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며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류의 잎에 주로 발생한다. 외국에서도 소나무류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기 주 식 물

곰솔, 소나무, 잣나무 등 (Paik, 2000)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잎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소나무류에 주로 발생하며
5월~8월에 관찰된다. 연 2회 이상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한다 (백, 1978).

형

태

암컷성충은 1mm 길이로 긴 타원형 모양이다. 몸은 어두운 갈색을 띠는 왁스로 덮여있다. 왁스의 길이는 3mm로,
부채꼴(굴) 모양이며, 연한 갈색의 1령 약충의 탈피각이 한쪽 끝에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

230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이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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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분

류

솔껍질깍지벌레
Matsucoccus matsumurae (Kuwana, 1905)
Japanese pine bast scale, Red pine scale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소나무껍질깍지벌레과(Matsucoccidae)

국 내 분 포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지의 해안가

국 외 분 포

북미, 유럽, 일본, 중국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수관하부의 잎부터 갈변하며, 피해가 심해지면 전체 수관이 갈변되고,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수관의 상관부터 갈변 되는 것에 반해 솔껍질깍지벌레에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3월~5월에 주로 수관의 아랫부분부터
변색되면서 말라 죽는다 (산림청보고서, 2018).

기 주 식 물

곰솔, 소나무

발생 및 생태

성충은 4월~5월에 나타나 가지에 알주머니를 만들어 산란한다. 부화약충은 5월 상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나타나 가지
위에서 활동하다가 수피 틈에 정착해 정착약충이 되어 하기휴면에 들어가고, 11월 이후에는 후약충이 나타난다. 연 1회
발생하며 후약충으로 월동한다 (Choi et al., 2019).

형

태

암컷성충은 약 2~5mm 길이의 길쭉한 타원형으로 몸은 황갈색을 띤다. 다리는 잘 발달하였고, 더듬이는 9마디로 머리에서
앞쪽으로 돌출해있다. 수컷성충은 1.5~2mm 길이로 한 쌍의 날개를 가지고, 흰색의 길쭉한 왁스구조물이 배끝에서
뒤쪽으로 뻗어있다. 후약충은 0.5~3mm로 둥글며 경화되었고 다리와 더듬이가 보이지 않는다.

천

232

적

납작먹좀벌, 깡충좀벌, 벼룩좀벌이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솔껍질깍지벌레 알주머니

솔껍질깍지벌레 암컷과 후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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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

류

소나무가루깍지벌레
Crisicoccus pini (Kuwana, 1902)
Kuwana pine mealybug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가루깍지벌레과(Pseudococcidae)

국 내 분 포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제주도 등지 (Paik, 2000)

국 외 분 포

북미,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Danzig & Gavrilov-Zimin, 2015; Morales et al., 2016)

피 해 형 태

흡즙을 통해 식물을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발생이 심할 경우 수목의 미관을
해치거나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의 신초나 가지에 주로 발생하여 수세 약화 및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준다 (백, 1978; 강, 2008).

기 주 식 물

곰솔, 섬잣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발생 및 생태

거의 모든 생활사가 기주식물에서 이루어지며, 가지와 줄기부에서 흡즙을 통해 양분을 얻으며 살아간다. 4월~10월에
소나무에서 주로 발생이 관찰되며, 주로 5월~7월에 산란을 한다. 연 1~3회 발생하고, 약충으로 월동한다.

형

태

암컷성충은 약 2~3mm 길이의 타원형으로 몸은 밝은 적색을 띠며 몸전체가 흰 왁스로 덮여있다. 몸의 배쪽
가장자리에는 길이가 거의 유사한 5~7쌍의 돌출된 왁스구조물이 있다. 등에는 가로줄이 배마디에 나타나지만 세로줄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천

234

적

해당 종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II. 수목별 노린재목 해충 소나무류(Pinus spp.)

소나무가루깍지벌레 피해

소나무가루깍지벌레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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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날개노린재
갈색날개매미충
갈색무늬긴노린재
개성진사진딧물
거북밀깍지벌레
거품벌레
검은철모깍지벌레
곰솔왕진딧물
공깍지벌레
귤깍지벌레
기름빛풀색노린재
기장테두리진딧물
긴솜깍지벌레붙이
끝검은말매미충

126
226
68
40
54
152
94
24
192
214
100
160
58
84
124
42

<나>
넓적긴노린재
네점박이노린재
네줄박이장삼벌레
노랑느티나무알락진딧물
노랑배허리노린재
노랑솜깍지벌레
느티나무노린재
느티나무알락진딧물

206
62
28
188
170
158
176
186

<다>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단풍공깍지벌레
단풍알락진딧물
246

174
156
146

당단풍나무이
당단풍애매미충
대구애매미충
대만왕진딧물
대양가루깍지벌레
동쪽탈장님노린재
등나무가루깍지벌레
띠띤애매미충

164
132
50
210
120
172
122
46

<라>
루비깍지벌레
리기다왕진딧물

154
208

<마>
말매미충
말채나무공깍지벌레
매화혹진딧물
머리혹알락진딧물
목화진딧물
못털호리왕진딧물
무궁화솜깍지벌레
미국선녀벌레

44
102
74
184
70
220
194
32

<바>
배나무방패벌레
배나무흰깍지벌레
벚나무깍지벌레
벚나무노랑혹진딧물
벚잎혹진딧물
복숭아가루진딧물
복숭아잎혹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

56
112
118
80
90
86
88
78

IV. 색인

부채날개매미충
뽕나무깍지벌레
뿔밀깍지벌레

36
116
92

<사>
사과굴깍지벌레
산나무진사진딧물
산느티나무노린재
삼나무깍지벌레
샌호제깍지벌레
선녀벌레
소나무가루깍지벌레
소나무굴깍지벌레
소나무허리노린재
소나무왕진딧물
솔거품벌레(소나무거품벌레)
솔껍질깍지벌레
식나무깍지벌레
신나무진사진딧물
썩덩나무노린재

110
150
140
228
108
30
234
230
206
212
202
232
114
148
60

<아>
애느릅알락진딧물
야고뿔매미
어리목련깍지벌레
연테두리진딧물
열점박이노린재
오얏공깍지벌레
왕벚나무혹진딧물
외줄면충
우리귀매미
이세리아깍지벌레
일본날개매미충

182
52
190
82
64
104
76
178
48
162
38

<자>
잣나무왕진딧물
잣나무호리왕진딧물
장흙노린재
조팝나무진딧물
주둥이왕진딧물
주홍날개꽃매미
줄솜깍지벌레
쥐머리거품벌레
진공깍지벌레
진사왕진딧물
진사진딧물
짙은단풍알락진딧물
짚신깍지벌레

218
222
142
72
180
34
106
26
96
216
144
148
196

<타>
탈장님노린재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136
134

<파>
포도공깍지벌레
푸토니뿔노린재
풀색노린재

98
138
66

<하>
호리왕진딧물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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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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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V. 부록

가. 생활권 주요 수종 (6종)에서 발견되는 흡즙성 해충: 매미아목(Auchenorrhyncha)
과

학명

국명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Aphrophoridae

거품벌레과

Aphrophora flavipes

솔거품벌레(소나무거품벌레)

Aphrophoridae

거품벌레과

Aphrophora pectoralis

거품벌레

O

Cercopidae

쥐머리거품벌레과 Eoscartopsis assimilis

쥐머리거품벌레

O

Cicadidae

매미과

Cryptotympana atrata

말매미

O

O

Cicadidae

매미과

Oncotympana fuscata

참매미

O

O

Cixiidae

장삼벌레과

Reptalus quadricinctus

네줄박이장삼벌레

O

Flatidae

선녀벌레과

Geisha distinctissima

선녀벌레

O

O

Flatidae

선녀벌레과

Metcalfa pruinosa

미국선녀벌레

O

O

O

Fulgoridae

꽃매미과

Lycorma delicatula

주홍날개꽃매미

O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Euricania facialis

부채날개매미충

O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Orosanga japonica

일본날개매미충

O

Ricaniidae

큰날개매미충과

Ricania sublimata

갈색날개매미충

O

O

O

Cicadellidae

매미충과

Aguriahana anufrievi

당단풍애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Arboridia apicalis

두점박이애매미충

O

Cicadellidae

매미충과

Bothrogonia japonica

끝검은말매미충

O

Cicadellidae

매미충과

Cicadella viridis

말매미충

O

Cicadellidae

매미충과

Empoasca vitis

괴테애매미충

O

Cicadellidae

매미충과

Japananus hyalinus

투명날개단풍뾰족매미충

Cicadellidae

매미충과

Naratettix koreanus

띠띤애매미충

O

Cicadellidae

매미충과

Orientus ishidae

이시다매미충

O

Cicadellidae

매미충과

Petalocephala engelhardti 우리귀매미

O

Cicadellidae

매미충과

Typhlocyba quercussimilis 벚나무애매미충

O

Cicadellidae

매미충과

Zygina yamashiroensis

대구애매미충

O

Membracidae

뿔매미과

Butragulus flavipes

뿔매미

O

Membracidae

뿔매미과

Machaerotypus sibiricus 외뿔매미

O

Membracidae

뿔매미과

Tricentrus yagoi

O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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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국명)

(가해 수목 : O)

야고뿔매미
총 4상과 9과 25속 26종

O

O

O

O

O

O

O

O

곰솔
O

V. 부록

나. 생활권 주요 수종 (6종)에서 발견되는 흡즙성 해충: 노린재아목(Heteroptera)
과

과(국명)

학명

국명

(가해 수목: O)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Coreidae

허리노린재과

Leptoglossus occidentalis 소나무허리노린재

Coreidae

허리노린재과

Plinachtus bicoloripes

Rhyparochromidae

무늬긴노린재과 Gastrodes grossipes

넓적긴노린재

Rhyparochromidae

무늬긴노린재과 Paradieuches dissimilis

갈색무늬긴노린재

Miridae

장님노린재과

Eurystylus coelestialium 탈장님노린재

Miridae

장님노린재과

Eurystylus sauteri

동쪽탈장님노린재

Tingidae

방패벌레과

Stephanitis nashi

배나무방패벌레

Acanthosomatidae

뿔노린재과

Elasmucha putoni

푸토니뿔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Dalpada cinctipes

다리무늬두흰점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Glaucias subpunctatus

기름빛풀색노린재

O

Pentatomidae

노린재과

Halyomorpha halys

썩덩나무노린재

O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confusa

산느티나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grisea

느티나무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Homalogonia obtusa

네점박이노린재

O

O

Pentatomidae

노린재과

Lelia decempunctata

열점박이노린재

O

O

Pentatomidae

노린재과

Nezara antennata

풀색노린재

O

O

Pentatomidae

노린재과

Pentatoma semiannulata 장흙노린재

Pentatomidae

노린재과

Plautia stali

소계

O

노랑배허리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곰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총 4상과 6과 15속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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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권 주요 수종 (6종)에서 발견되는 흡즙성 해충: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
과

252

과(국명)

학명

국명

(가해 수목: O)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곰솔

Adelgidae

솜벌레과

Pineus orientalis

소나무솜벌레

Aphidiidae

진딧물과

Aphis gossypii

목화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Aphis odinae

붉나무소리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Aphis spiraecola

조팝나무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atlantica

리기다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cembrae

잣나무작은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formosana

대만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kochi

콧호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orientalis

동양왕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pinidensiflorae

소나무왕진딧물

O

O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piniformosana

곰솔왕진딧물

O

O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shinjii

진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inara watanabei

잣나무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Colophina clematis

할미질빵어리면충

Aphidiidae

진딧물과

Eulachnus agilis

못털호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Eulachnus pumilae

잣나무호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Eulachnus thunbergii

호리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Hyalopterus pruni

복숭아가루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Macrosiphum euphorbiae

감자수염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cerasi

매화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mushaensis

왕벚나무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persicae

복숭아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Myzus seigesbeckiae

벚나무노랑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Ovatus crataegarius

박하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Paracolopha morrisoni

외줄면충

Aphidiidae

진딧물과

Periphyllus allogenes

개성진사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Periphyllus californiensis

진사진딧물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V. 부록

과

과(국명)

학명

국명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곰솔

Aphidiidae

진딧물과

Periphyllus kuwanaii

신나무진사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Periphyllus viridis

푸른진사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Periphyllus unmoonsanensis

운문진사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Pseudomegoura magnolia

목련볼록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Rhopalosiphum nymphaeae

연테두리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Rhopalosiphum padi

기장테두리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Rhopalosiphum rufiabdominale 붉은테두리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Schizolachnus orientalis

가루왕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Stomaphis yanonis

주둥이왕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mushensis

노랑느티나무알락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saltans

애느릅알락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ulmiparvifoliae

머리혹알락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inocallis zelkowae

느티나무알락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artemisiae

쑥잎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higansakurae

고창벚잎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liaoningensis 만주잎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misakurae

모리츠잎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momonis

복숭아잎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sakurae

벚잎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Tuberocephalus sasakii

사사키잎혹진딧물

O

Aphidiidae

진딧물과

Yamatocallis hirayamae

단풍알락진딧물

Aphidiidae

진딧물과

Yamatocallis tokyoensis

짙은단풍알락진딧물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eroplastes ceriferus

뿔밀깍지벌레

O

O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eroplastes japonicas

거북밀깍지벌레

O

O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eroplastes rubens

루비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Coccus pseudomagnoliarum

어리목련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Didesmococcus koreanus

진공깍지벌레

O

Coccidae

밀깍지벌레과

Eulecanium cerasorum

포도공깍지벌레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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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국명)

주요 해충종의 기재문 및 목록

학명

국명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곰솔

Coccidae

밀깍지벌레과

Eulecanium kunoense

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Nipponpulvinaria horii

단풍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arasaissetia nigra

검은철모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arthenolecanium glandi

큰공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ulvinaria nipponica

무궁화솜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Pulvinaria nishigaharae

노랑솜깍지벌레

Coccidae

밀깍지벌레과

Sphaerolecanium prunastri

오얏공깍지벌레

O

Coccidae

밀깍지벌레과

Takahashia japonica

줄솜깍지벌레

O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Aspidiotus cryptomeriae

삼나무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Chrysomphalus dictyospermi 귤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Comstockaspis perniciosa

샌호제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Hemiberlesia lataniae

야자흰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epidosaphes pinea

북방솔잎굴깍지벌레

O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epidosaphes pini

소나무굴깍지벌레

O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epidosaphes towadensis

단풍굴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epidosaphes ulmi

사과굴깍지벌레

O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O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arlatoria theae

차나무점깍지벌레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seudaulacaspis cockerelli

식나무깍지벌레

O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O

Diaspididae

굴깍지벌레과

Pseudaulacaspis prunicola

벚나무깍지벌레

O

Eriococcidae

주머니깍지벌레과

Eriococcus tokaedae

단풍주머니깍지벌레

Eriococcidae

주머니깍지벌레과

Kuwanina parva

벚나무붉은깍지벌레

Matsucoccidae

소나무껍질깍지벌레과 Matsucoccus koraiensis

우리솔껍질깍지벌레

Matsucoccidae

소나무껍질깍지벌레과 Matsucoccus matsumurae

솔껍질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Drosicha corpulenta

짚신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Drosicha howardi

하워드짚신깍지벌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V. 부록

과(국명)

학명

Monophlebidae

과

짚신깍지벌레과

Drosicha pinicola

소나무짚신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Icerya purchasi

이세리아깍지벌레

Monophlebidae

짚신깍지벌레과

Steingelia gorodetskia

단풍껍질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Atrococcus pacificus

대양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Crisicoccus pini

소나무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Crisicoccus seruratus

느티가루깍지벌레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araputo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O

O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henacoccus aceris

긴솜깍지벌레붙이

O

O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henacoccus pergandei

큰솜깍지벌레붙이

O

Pseudococcidae 가루깍지벌레과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O

Psyllidae

나무이과

Cacopsylla danpunga

단풍나무이

Psyllidae

나무이과

Cacopsylla pseudosieboldiani 당단풍나무이

Psyllidae

나무이과

Calophya shinjii

소계

국명

소태나무이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곰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총 3상과 9과 49속
9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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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4.

506. 임업경제동향 2013/여름. 2013.

544. 임업경제동향 2014/봄. 2014.

545.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기법과 그 응용. 2014.

58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546. 숲속의 독버섯. 2014.

585.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547.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586. 산채 증식기술. 2014.

548.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587. 현지외보존 산림생명자원. 2014.

549.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588. 나라꽃 무궁화 품종도감. 2014.

550.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589. 세계 산림탄소 정책・시장 동향. 2015.

551.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량 연구. 2014.

590. 임업경제동향(겨울). 2015.

552.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591. 2014 산림재해백서. 2015.

553.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592. 물을 키우는 숲. 2015.

55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4.

59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임업기술(I). 2015.

555.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
(Ⅳ). 2014.

595.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2015.

59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 2015.

556.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596. 임상도의 임분고 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입체위성영상 분석 매뉴얼.
2015.

557.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597.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체계 변천(1975~2010년). 2015.

558.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598. 일본 산림의 기능과 평가. 2015.

559.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599.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협력전략(CPSF)수립. 2015.

560.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2014.

600.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2015.

561.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601. 2015년 임업경제동향 봄호. 2015.

562.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602. 기관운영전략 및 계획. 2015.

563.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Island. 2014.

603. 녹지유형별 노린재의 분포와 다양성. 2015.

56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축률 측정. 2014.

604. 홍릉숲 방문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과 경제적 가치평가. 2015.

565.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60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566.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2014.

606. 임업경제동향(여름호). 2015.

567.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607. 대추나무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 2015.

568.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60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파리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5.

569.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609. 주요 용재수종 채종원의 유전간벌. 2015.

570.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610. 수목의 유전공학. 2015.

571.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611. 옻나무의 유용물질 분리 및 구조동정. 2015.

572.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612. 염화칼슘에 의한 주요 수종의 생장 및 생리반응 특성. 2015.

573.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613. 저에너지 목조주택의 시공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5.

57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614. 폐광지 및 폐채석장 복원 사례집. 2015.

575.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615. 잔디 표준재배관리기술. 2015.

576.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616. 관상산림자원(조경수, 잔디)표준 생산 및 관리 기술. 2015.

577.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617. 제6차 세계산불총회 발표 논문 분석 자료집. 2015.

578.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618. 차량용 목조교량 사례 및 설계예제집. 2015.

579.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619. 차량용 목조교량 요소기술 개발 및 구조성능 평가. 2015.

580.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620. 다층 목조건축 사례 및 기술동향. 2015.

581. 나노셀룰로오스. 2014.

621. 신개념 목질계 바이오연료, 반탄화 목재연료. 2015.

58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2014.

622. 바이오매스 반탄화 산업화 전망. 2015.

583.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623. 마을숲 미래가치를 찾아서. 2015.

624. 주요 실내 사용 목재의 연소 특성. 2015.

663. 임업경제동향 2016년 봄호. 2016.

625. 목재용 아미노계 수지 접착제. 2015.

664. 수목 호르몬 분석 및 응용. 2016.

626. 알기 쉬운 흰개미 방제 가이드북. 2015.

665. 옻나무 추출물의 약리활성. 2016.

627. 가리왕산과 중왕산의 버섯. 2015.

666.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부문 협상을 위한 가이드북. 2016.

628. 최근 표고재배기술. 2015.

667. 중국 내몽골 건조지/반건조지 주요 식물 목록. 2016.

629. 밤 수확과 저장. 2015.
630.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668. 2015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FSC 산림경영
인증 심사보고서. 2016.

631. 글로벌 임목육종 현황과 미래 전략. 2015.

669. 초록을 꿈꾸는 한라산 구상나무. 2016.

6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교본. 2015.

670. 일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법률 현황. 2016.

633. 일본의 산지토사재해 방지대책. 2015.

671. 일본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2016.

634.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672. 산림용 시설양묘 용기 개발 연구. 2016.

63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및 조림. 2015.

673. A Field Guide to The Birds of CATIE. 2016.

636. 소나무・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 및 기술동향. 2015.

674.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례1. 2016.

637.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망 선정 기법. 2015.

675. 미국 바이오에탄올 산업동향 및 전략. 2016.

638. 2014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5.

676. 임업경제동향 2016년 여름호. 2016.

63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가을호. 2015.

677. 현실림 임분수확표. 2016.

640. 임목수확시스템 및 안전작업. 2015.

678.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운영 매뉴얼. 2016.

64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연구. 2015.

679. 시도 및 시군구별 산불다발지역 지도. 2016.

642.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 2015.

680. EuroFire 역량 표준・산불 훈련 자료집. 2016.

643.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Ｉ)-계방산. 2015.

68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매뉴얼. 2016.

644. 산림입지토양조사 필드 가이드. 2015.

682. 2015년도 국립나무병원 연차보고서. 2016.

64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6.

683. 2015년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처방전 분석결과 보고서. 2016.

64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Ⅱ). 2016.

684. 미국 서부의 시설양묘 기술. 2016.

647.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절지동물 풍부도와 다양성의
변화 예측. 2016.

685.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식재). 2016.

64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구행동계획. 2016.

687. GM 포플러의 위해성평가 지표 개발. 2016.

649. 임업경제동향 2015년 겨울호. 2016.

688. 국가산악기상관측망 구축 현황(2012~2015). 2016.

650. 골든시드 표고 재배 기술. 2016.

689. 우리나라 아고산 침엽수림(Ⅱ)-지리산. 2016.

651. 2015 산림재해백서. 2016.

690. 산림전통지식 현장 조사 매뉴얼. 2016.

652.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과학 연구 마스터플랜(2016~2020). 2016.

691. 목재용 페놀 수지 접착제. 2016.

653. 도서산림 특이성 분석에 따른 유형화와 생태정보 구축 방안 연구(2차년도).
2016.

692. 구조용집성판(CLT)의 국외시장 동향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맞춤형시장조사 보고서. 2016.

654.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고정조사지. 2016.

693.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외보존 현황. 2016.

655. 비자나무 : 그린 오션의 희망, 6차 산업의 비전. 2016.

694. 광릉시험림의 산림자원 조사. 2016.

656. 중남미 국가별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전략. 2016.

695. 포플러 단벌기 목재에너지림. 2016.

657. 일본의 산촌활성화 및 녹색・생태관광 정책과 사례. 2016.

696. 임도의 계획과 시공. 2016.

658. 미국의 숲속야영장 제도 및 운영실태. 2016.

697. 불량림 수종갱신 판정 핸드북. 2016.

659.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전망. 2016.

698. 제1차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보고서. 2016.

660.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및 운영사례. 2016.

699. 임업경제동향 2016년 가을호. 2016.

661. 부후성 버섯의 배양 특성. 2016.

700. 임목육종 60년. 2016.

662.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곤충. 2016.

701.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미래 전망 기반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686. 국산재를 이용한 기둥-보 목조주택의 전과정 환경영향 및 비용평가. 2016.

위한 정책제언). 2017.

739. 유럽연합의 바이오에탄올 정책 및 시장 동향. 2017.

702.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Ⅲ). 2017.

740. 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지침. 2017.

703.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산림분야 개발수요와 한국의 협력 전략. 2017.

741. 표고버섯의 유전체 연구 : 산마루 2호와 수향고. 2017.

704. 2016 금남호남, 호남정맥 자원실태와 변화. 2017.
705. 2016 백두대간 설악산권역 자원실태와 변화. 2017.

742. 특수임산자원 기능・용도별 조성 및 육성 시험지 생장특성 –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진주연구시험림-. 2017.

706.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2017.

743. 가리왕산의 나비. 2017.

707. 산림수종 유전체 해독 동향. 2017.

744. 2017년 우박과 가뭄에 의한 산림피해 종합보고서. 2017.

708. 임업경제동향 2017년 봄호. 2017.

745. 헛개나무. 2017.

709. 국외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사례. 2017.

746. 숲가꾸기 품질 향상을 위한 활엽수 입목형질평가 기준 개발. 2017.

710. 열대림의 임목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인도네시아). 2017.

747. 산림유지자원과 화장품 관련 기능성 구명. 2017.

711. 교토의정서에서의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IPCC 2013 지침. 2017.

748. 특수임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기술 개발. 2017.

712. 2016 산림재해백서. 2017.

750. 열대 조림수종의 클론묘 생산. 2017.

713. RED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Forest Managers: Trainers’
Manual. 2017.

751. 소나무와 구주소나무 식별을 위한 DNA 마커 개발. 2017.

714. 중국 임업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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