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은 2000년대 29.1천 ha, 2003년 26.4천 

ha, 2005년 26.9천 ha, 2008년 30.0천 ha로 증가하다가 2010년 

31.0천 ha, 2012년 30.7천 ha로 약간 감소 하였으나, 2019년 기

준 32,954 ha로 과수 중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대되고,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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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scape composition and structure ar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pests and natural

enemires in agricultural eco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dentify effect of landscape composition on occurrence of lepidopteran

pest population in Geochang, Gyoungdnam. For this, orchard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ractices were surveyed in 80 

conventional apple orchards in Geochang, Korea, along with the monitoring of pest population densities. The landscape features of each

surveyed orchard also obtained by extracting information from the public-service map. Grapholita molesta was the most dominat and

damaging pest followed by Phyllonorycter ringoniella and Carposina sasakii in trap catches. Adoxophyes paraorana occurrences were 

low. Farmers spray insecticides and fungicides ap. 12.4 times per year respectively while acaricides were sprayed 2.4 times. Major 

landscape features such as surrounding apple orchard or paddy field did not influence the pest populations but presence of plum, peach,

wild peach, graph, and even abandoned orchards significantly resulted in higher pest population mostly on G. molesta. C. sasakii 

population was higher in orchards with grape, peach, and P. ringoniella with peach, grape, abandoned orchards and jujube. Results 

highlight the need of landscape management not only for the rural amenity but also for increasing functional diversity of agroecosystem

as well as reducing pes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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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농업생산생태계 내 경관의 구조와 구성은 해충과 천적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는 경남 거창군 80개 사과원

을 대상으로 경관 구조가 나비목 해충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과수원의 지정학적 특징, 농약 사용패턴과 과원 관리 방법 등

에 대한 정보는 설문 조사를 통해 추가로 분석하였다. 과수원 주변 경관 구조는 인공위성자료에 바탕하여 추출하였다. 복숭아순나방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사과굴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사과잎말이나방 순으로 발생하였다. 농가에서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각 12.4회, 살비제는 2.4회 살포하였다.

대부분 사과원 주변 식생은 사과 또는 논이었으며, 자두, 복숭아, 포도 또는 폐과원이 있을 경우 복숭아순나방 밀도가 특히 높았다. 복숭아심식나방 

역시 주변에 복숭아나 포도가 있을 경우 그 발생량이 더 높았다. 사과굴나방은 복숭아, 포도, 폐과원 그리고 대추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량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 지역에서 경관 관리는 농촌 어메니티 개선뿐 아니라 병해충 관리의 차원에서 기능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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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0만톤에 이른다(KREI, 2019).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왜성

대목인 M9대목을 이용한 밀식재배가 급속히 확산되었며, 주요 

품종은 ‘홍로’등 조중생 품종과 다양한 ‘후지’변이 품종이 출현

하고 있으나, ‘후지’와 ‘쓰가루’가 지배적이다. 사과원 병해충 

관리를 위한 농약의 살포횟수에도 큰 변화가 있어, 1990년 초

반 농가의 평균 살충제 살포횟수는 약 15 ~ 16회였으나(Lee et 

al., 1996), 2000년 초중반에는 10.5회 정도로 5 ~ 6회 살포횟수

가 줄어들었다(Lee et al., 2007). 이러한 재배 환경의 변화는 사

과원에서 관리되어야할 주요 해충상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사

과원 해충의 발생은 농약사용 뿐아니라 재배되는 품종, 대목, 

재식거리와 전정 등 재배양식의 변화 및 지면 잡초관리나 사과

원 주변 기주식물 등의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hoi et al., 2009).

국내 사과원에서 보고된 해충은 총 300여종으로 과수류 해

충 중에서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응애류, 진딧물류, 심식나

방류, 굴나방류 및 잎말이나방류 등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Lee et al., 2007). 이 중 사과의 주요 나비목 해충들은 과실

을 직접 가해하는 심식충류인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 및 복숭아명나방(Dicho-

crocis punctiferalis)과 사과잎을 가해하며 상시 대발생하는 해

충들인 사과굴나방(Phyllonorycter ringoniella)과 은무늬굴나

방(Lyonetia prunifoliella), 및 잎을 가해하는 동시에 과실 표면

에도 피해를 주는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Adoxophyes orana),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pus breviplicanus)으로, 경제적 피

해가 매우 크며 이 들의 방제를 위하여 매년 많은 양의 살충제

가 처리되고 있어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중요한 해

충군이다(Lee et al., 2007). 이들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서는 발생시기를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anaka and Yabuki, 1978; Rice et al., 1984). 국내에서는 사과

원 해충 나방류 7종에 관련하여 성페로몬이 제작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나(Kim et al., 2007), 재배 환경과 기상, 사과원 

주변의 경관 등에 따라 발생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 방제 시기

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과의 재배양식 및 농약

사용 횟수 등의 큰 변화와 함께 일부 주요 해충의 우점종에도 

변화를 보고하였으며, 사과 품종과 농약 사용 패턴의 변화에 따

라 주요 사과 해충의 피해와 발생 변화를 보고하여 왔다(Jeon et 

al., 2000; Lee et al., 200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재배환

경과 이를 수치화한 경관 자료의 부족으로 단순 발생 패턴의 변

화만 보고할 뿐 이러한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경관생태학에서의 경관은 인간과 자연환경이 결합되어 시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토지모자이크로 정의하고 있다(Forman, 

1995). 경관의 변화는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 자연적인 교란 등

의 다양한 원인으로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형태, 위

치, 크기 등이 변하거나, 생성 또는 소멸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경관이 변화되면 그 지역의 생태적 특성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 수, 밀도, 형태 등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경관지수를 정의하며, 지수에 따라 

경관이 가지는 점유면적, 밀도, 주연부, 모양, 핵심지역, 고림성, 

접근성, 대조, 접촉, 산포, 연결성 등의 특성을 수치화 한다 

(Baker and Cai, 1992; McGarigal and Marks, 1995). 따라서 사

과재배지 해충상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

관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해충 발생과 

연관지어 분석하는데에 필수적일 것이다.

합리적인 농약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

에서 주요 해충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방제 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정량화된 경관 자료 

및 경작 환경 자료의 구축은 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향후 농업생

산성 및 농약사용 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

과원을 대상으로한 경관 정보와 해충 발생 정보의 구축은 미흡

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사과원내 해충발생 동향과 병해충 관리 

실태는 대부분 농가에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

다 (Lee et al., 2007). 이러한 설문 자료들은 그 목적이 경관 자

료 구축에 있지 않아 사과원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기록하

고 있으며, 실제 해충 발생에 대한 정량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포함하지 않아 환경 조건에 따른 사과 해충 발생과의 관계를 평

가하기 어렵다. 또한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요인(e.g. 사용하는 

살충제, 사과나무의 수령, 농가별 주요 해충, 재배 면적, 사과원 

관리 등)들 역시 해충 발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사과원에서 해충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들과 재배환

경들을 파악하고 주요 나방류 해충 4종에 대하여 이들의 발생

이 어떤 환경요소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사과원에서 병해충종합관리(IPM)을 위한 기초

자료와 향후 사과 재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

방, 사과굴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의 발생 패턴을 확인

하고, 2) 국내 사과 재배의 현황을 조사하고, 3)사과원 주변의 

환경을 경관지수를 통해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4) 대상 해충의 

발생과 서식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조사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의 사과원들에서 재배환경과 주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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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조사되었다. 거창군은 1930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약 80여

년간 사과가 재배된 지역으로써 다양한 사과 나방 해충류들이 

오랜기간 정착하여왔으며, 나방 종의 밀도가 선호하는 환경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거창군 내 사과재배 면적이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거창읍 24농가, 웅양면 16농가, 주상면 

10농가, 고제면 8농가, 남상면 6농가, 북상면 4농가, 가조면 4농

가, 위천면 3농가, 남하면 2농가, 마리면 2농가 등 총 10개면 80

농가에서 경관 자료가 구축되었다(Fig. 1).

재배 환경 조사

거창 지역 80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과 재배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1) 재배자 연령, 2) 과원 면적, 

3) 재배 품종, 4) 대목, 5) 수령, 6) 관수 시설, 7) 약제 살포 방법, 

8) 주변 과수원 농가수, 9) 살충제 및 살비제 살포횟수, 10) 주요 

문제 해충 순으로 구성하였다. 10)번 항목인 문제 해충의 경우 

설문자의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심식나방류(복

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응애, 노린재, 진딧물, 굴나방류, 

나무좀, 잎말이나방, 하늘소 유충, 사과면충, 깍지벌레 등 주요 

해충의 목록을 설문지에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과 

2012년 두해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각 농가에서 사용한 농약 

목록 정보도 수집하였다. 

사과원 경관 자료 구축

조사 과원 주변 경관 요소의 배치와 해충의 발생 또는 설문

자료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경관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

지도(https://map.daum.net, 2008. 10월), 구글지도(https://www. 

google.co.kr/maps, 2009. 10월), 네이버지도(https://map.naver. 

com, 2008. 10월)를 이용하여, 농가별 사과원의 위도, 경도를 

확인하고, 조사농가별 설치트랩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00 m 

구역을 설정하였다(Fig. 2). 이는 대부분의 사과 해충의 이동 반

경이 100 m 내외로 제한된다(Croft and Jung, 2001; Jung, 2005; 

Il’ichev et al., 2004)는 보고에 기초하였다. 100 m 반경 내 10 m 

× 10 m를 하나의 경관조각(패치)으로 설정하고, 주요 경관요소

Fig. 1. Distribution of apple cultivation area (ha/town) in Geochang, Korea in 2012.

Fig. 2. Imaginary grid cells for extracting landscap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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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도자료에서 추출하였다(Fig. 2). 거대경관요소는 지도 자

료를 바탕으로 패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요소로 설정하였

고, 미소경관요소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추가하였다. 조사 경관 

요소는 Table 5에 정리되었다. 

주요 나방 해충 발생 조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 사

과굴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의 시기별 발생을 조사하

기 위해서 80개 농원에 각각 5 m이상의 간격을 두고 종별 1개

의 성 페로몬트랩을 지상으로부터 1.5 m 높이로 설치하였다. 

조사는 상용되는 델타 트랩(130 × 180 mm, 그린아그로텍, 경

산)으로 수행되었다. 트랩은 상용 합성페로몬을 처리한 고무 

격막 미끼(페로몬 루어, 규격 19 mm, 직경 10 mm)가 트랩중앙

에 위치하고 밑부분은 끈끈이 판으로 구성되었다. 4월부터 설

치 후 14일 간격으로 해충의 유살수를 조사하였다. 방출제 페로

몬 루어는 2개월마다 교체하였고 끈끈이 판은 매 조사 시마다 

교체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성페로몬 트랩 성분은 다음과 같다. 

복숭아순나방은 Z8-12Ac (Z8-dodecenyl acetate), E8-12Ac 

(E8-dodecenyl acetate), Z8-12OH (Z8-dodecenol acetate)가 

각각 95: 5: 1 비율이며, 복숭아심식나방은 Z13-20-10Kt (Z13- 

icosne-10-one)으로 성분비는 100이다.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

방은 Z9-14Ac (Z9-tetradecenyl acetate), Z11-14Ac (Z11- 

tetradecenyl acetate)으로 성분비는 각각 3: 97이고, 사과굴나

방은 Z10-14:Ac, E4Z10-14:Ac이다. 

자료 분석

설문조사자료는 전체에 대한 사전에 제시된 특정 구간의 비

율 자료 형태로 정리하였다. 나방류 발생자료에서 종별 발생량

의 차이는 SAS 프로그램(SAS Institute, 2009)을 이용하여 일

반선형모형(GLM) 또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년도별 차이

는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년도별 농가별 4종 나방류 발생량과 농

약 사용횟수 등은 상관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복숭

아순나방의 봄철 발생과 연중 발생량의 관계는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정 경관요소의 존재 유무에 따른 나방류 발

생량의 차이는 각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결 과

사과재배 및 관리 현황

거창 지역 사과 재배농가의 평균 연령은 56 ± 8.8세로 50대

를 중심으로 40대와 60대순으로 우점하였다. 사과 재배경력은 

10년 이하가 21%, 10년이상 36%, 20년이상 37%으로 조사되

었다. 평균 재배면적은 1.3 ± 0.88 ha이며 1 ha 이하의 농가가 가

장 많았다. 재배지의 해발고도는 대부분 200 ~ 400 m에 위치하

고 있었다. 과원 내 사과 품종은 70%가 후지와 홍로, 12.5%가 

후지, 2.5%는 홍로만 재배하고 있었다. 사과나무 대목은 M26

이 67.5%로 대부분이었고 M9은 18.75% 차지하였다. 사과나

무의 수령은 10 ~ 15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 ~ 9년생이 

많았다. 또한 대부분 농가에서 점적관수, 미니스프링쿨러를 설

치하고 있었다(Table 1). 사과원에서 방제가 어렵고 발생과 피

해가 많은 문제 해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복숭아순나방, 

응애, 노린재, 진딧물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Table 2).

농약 구입은 대다수가 지역 단위농협과 원예농협(66%)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이 개인 농약판매점, 작목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약 구입선택은 농약 판

매자가 추천해 주는 약제를 구입하는 농가가 85%, 스스로 결정

하여 농약을 구입하는 농가는 15%이었다. 농약 살포는 97% 이

상이 Speed sprayere (SS)기를 이용하였고, 10 a당 살포물량은 

379 ± 58.8L로서 301 ~ 400(66%)가 가장 많았고, 401 ~ 500l 

(27%), 201 ~ 300l(4%), 500l이상(3%)로 나타났다. 농약살포

횟수 중 살균제는 12.1-12.7회, 살충제는 12.0-12.7회, 살비제

는 2.2-2.5회로 2년간 년도별 차이는 없었다(Table 3). 년도별 

Table 1. Compositional distribution of apple varieties, rootstock and tree age growing in study region, Geochang, Korea

Apple variety % Rootstock % Tree age % Altitude %

Fuji+Hongro 70.0 M26 67.5 4 ~ 9 36.25 200-300 35

Fuji 12.5 M9 18.8 10 ~ 15 42.50 300-400 36

Fuji+other 8.7 M26+M9 8.7 16 ~ 20 18.75 400-500 14

Fuji+Hongro+other* 5.0 MM106 2.5 20< 2.50 >500 15

Hongro 2.5 MM106+M26 2.5

Yokka 1.3 - -

*Note: other: ‘Hirosakki’, ‘sinano sweet’,’Miyanma’,’Yokka’ and ’Tsug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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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도간 살충제의 처리횟수와 살균제 처리 횟수는 매우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각 상관계수 0.9 이상). 반면 살충제 또는 

살균제 사용과 살비제 사용 빈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다(각 

0.3 내외). 

조사 지역 사과 농가에서는 년 33개 또는 28개 품목의 살충

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etofenprox, flonicamid, 

chlorantraniliprole, imidacloprid, chlorpyrifos, indoxacarb, 

teflubenzuron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Table 4).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진딧물과 노린재 방제 목적의 약제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살충제 계통별로 보면 피레스로이드계, 유이인계, 

합성제충국제 및 IGR계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합제의 사

용량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해충 발생상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거창지역 내 사과 생육기인 4월 ~ 

10월에 14일 간격으로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유살된 해충 

수를 조사한 결과, 과원당 연간 누적발생량은 2011년에 사과굴

나방 = 복숭아순나방 > 복숭아심식나방 > 사과애모무늬잎말이

나방 순이었고, 2012년에는 복숭아순나방 > 사과굴나방 > 복숭

아심식나방 >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순이었다(ANOVA, P < 

0.001). 복숭아순나방의 발생량은 2011년과 2012년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t-test, P > 0.05), 사과굴나방과 복숭아심식

Table 3. Spray frequencies (number of spray/year/orchard)of fungicides, insecticides and acaricides in studied apple orchards in 
Geochang, Korea from 2011 to 2012

Fungicide Insecticide Acaricide

Frequency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1 - - - - 13.75 13.75

2 - - - - 53.75 32.5

3 - - - - 27.5 43.75

4 - - - - 5 8.75

5 - - - - - 1.25

6 - - - - -

7 - 1.25 1.25 1.25 -

8 - 1.25 1.25 1.25 -

9 10 2.5 7.5 2.5 -

10 16.25 13.75 17.5 11.25 -

11 8.75 8.75 8.75 11.25 -

12 26.25 11.25 26.25 12.5 -

13 16.25 27.5 15 25 -

14 6.25 13.75 6.25 15 -

15 13.75 10 13.75 10 -

16 - 10 1.25 6.25 -

17 - - - 3.75 -

18 2.5 - 1.25 - - 　

Mean ± SD 12.1 ± 2.0 12.7 ± 2.0 12.0 ± 2.1 12.8 ± 2.1 2.2 ± 0.75 2.5 ± 0.9

Table 2. Proportion (%) of importance from questionnaire survey 
on the notorious pests from 2011 to 2012 of apple in Geochang, 
Korea

Pest 2011 2012

Oriental fruit moth 27 22

Mite 16 20

Hemiperan bugs 14 18

Aphids 2 12

Peach fruit moth 13 9

Bark beetle 3 6

Leaf miners 4 5

Longicorn beetles 1 4

Wooly apple aphid 4 2

Scale insects 1 2

No answer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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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ve frequecies of pesticide uses per season answered by 33 and 28 apple growers in two years (2011 and 2012)

Chemical class Active ingredient 2011 2012

Aba+ IGR emamectin benzoate+lufenuron 3.4 4

Amid flonicamid 4.3 7.3

Caba carbaryl 2.4 -

Carbo- methoxyfenozide 1.8 0.2

IGR novaluron 3.4 2.8

IGR flufenoxuron 1.2 2.8

IGR chlorfluazuron 1.2 2.4

IGR diflubenzuron 1.8 1.7

IGR +Pyr diflubenzuron+etofenprox 2.7 1.2

Nni imidacloprid 4.9 3.3

Nni dinotefuran 1.5 3.5

Nni acetamiprid 1.8 0.9

Nni thiacloprid - 1.4

Nni thiamethoxam - 1.2

Nni* sulfoxaflor - 1.9

Nni+Pyr dinotefuran+etofenprox 0.6 6.6

Nni+Pyr acetamiprid+etofenprox 2.1 1.4

Nni+Pyr acetamiprid+bifenthrin - 1.4

Op chlorpyrifos 5.5 2.6

Op diazinon+etofenprox 0.3 3.8

Op dichlorvos - 2.4

Op fenitrothion 2.7 -

Op phosphamidon 1.8 0.5

Op+Nni chlorpyrifos+imidacloprid - 1.9

Op+Pyr fenitrothion+fenvalerate 3.4 3.1

Oxa + IGR indoxacarb+teflubenzuron 5.8 4.2

Pyr etofenprox 13.7 7.1

Pyr cyfluthrin 3.7 2.1

Pyr deltamethrin 2.7 2.1

Pyr alpha-cypermethrin - 3.1

Pyr lambda-cyhalothrin 0.3 1.4

Pyr+Carbo- etofenprox+methoxyfenozide 5.5 3.8

Pyr+Oxa bifenthrin+indoxacarb 1.5 -

Ryanoid chlorantraniliprole 4.6 4.2

Ryanoid flubendiamide 1.8 4.2

Ryanoid+IGR flubendiamide+flufenoxuron 0.9 0.9

Ryanoid+Oxa chlorantraniliprole+indoxacarb 2.7 2.4

Ryanoid+Pyr chlorantraniliprole+lambda-cyhalothrin 2.7 -

Note: Aba: Abamectin, Amid: pyridinecarboxamide, Caba: carbamate, Carbo-: carbohydrazide, IGR: Insect growth regulator, Nni: 

Neonicotinoid, Nni*: Derivatives Neonicotinoid, Oxa: Oxadiazine, Op: Organphosphate Pyr: Pyrethroid, Ryanoid: Rya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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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발생량이 많았다(각 p < 

0.001, Fig. 3). 과원당 나방류 누적발생량은 각각 복숭아순나

방 628.7 ± 42.6과 563.0 ± 37.0, 복숭아심식나방 198.5 ± 16.6, 

68.7 ± 9.9, 사과굴나방 811 ± 138.1, 585.2 ± 136.6, 사과애모무

늬잎말이나방은 20.8 ± 1.6, 0.85 ± 0.2로 나타났다(Figs. 3 and 

4). 복숭아순나방은 월동세대 성충이 4월 초부터 발생하였으며 

5월상순에 발생 최성기를 보였다. 2세대는 7월 상순, 3세대는 8

월 상순에 발생 밀도가 가장 높았다. 4세대는 2011년은 9월 중

순, 2012년은 8월 하순에 최성기를 보인 후10월 중순경에 종료

되어 조사 연도간 차이가 있었다. 복숭아심식나방은 7월상순

에 1세대 발생최성기를 보였으며 8월중순에 한번의 발생최성

기가 있었으나 1세대 발생량보다는 적게 발생되었다(Fig. 4). 

사과굴나방의 발생은 2011년 4월 하순, 6월 하순, 8월 하순에, 

Fig. 4. Population phenology of Grapholita molesta (A), Carposina
sasakii (B), Phyllonorycter ringoniella (C), and Adoxophyes parao-
rana (D) caught in pheromone traps (mean ± SD) from 80 apple 
orchards in Geochang, Korea from 2011 to 2012.

Fig. 5. Variation of yearly cumulative trap catches of Grapholita molesta in 2011 from 80 apple orchards (big graph) and relationship 
between spring catches and yearly cumulative catches in 2011 from the same orchards (small graph). Significant regression between 
spring catches and yearly catches.

Fig. 3. Comparision of the catches (mean/orchard/year ± SE) of 
four lepidopteran moths (Gm: Grapholita molesta, Cs: Carposina 
sasakii, Pr: Phyllonorycter ringoniella, Ap: Adoxophyes paraorana) 
in 2011 and 2012 from 80 apple orchards in Geocha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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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4월하순, 6월 중순, 8월 상순, 8월 하순에 발생량이 

많았다(Fig. 4).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은 2011년에는 6월 상

순, 8월 상순, 9월 중순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미미

하게 발생되었다가 9월 중순에 많이 발생을 하였다(Fig. 4). 복

숭아순나방의 발생량은 과원별 변이가 매우 컷다. 과원당 200

마리가 나오기도 하고 2000마리가 나오는 과원도 있었다. 그렇

지만 봄철과 년중누적 발생량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Fig. 5).

사과원 주변 경관 분포

사과원 반경 100 m의 주요 경관요소의 빈도는 Table 5과 같

다. 조사 사과원 주변에서 밭작물인 콩이 있었던 곳은 38농가, 

논이 있었던 곳은 36농가였고, 과수작물은 복숭아가 있었던 곳

은 13농가, 감이 있었던 곳은 10농가 였으며, 산림 중 소나무가 

있었던 곳은 51농가, 아카시아가 있었던 농가는 48농가, 활엽

수는 47농가가 관찰 되었다(Table 5).

각 경관 요소의 면적을 합해서 볼 때, 조사 대상 사과원은 대

Table 5. Average frequencies (F) of each types of landscape features in 100 m radius of 80 study orchards in Geochang, Korea

Crop F Fruits F Urban F Forest F

Soybean 38 Apple 80 Road 70 Pine 51

Paddy 36 Peach 13 House 46 Acacia 48

Sessam 13 Persimmon 10 Building 37 Oak 47

Pepper 10 Grape 8 Cemetery 33 Valley 11

Spot 5 Chestnut 8 Fallow 32 Hill 10

Ginseng 5 Plum 7 Animal farm 13 Reservoir 7

Peanut 1 Wildpeach 5 Vinlyhouse 5 Bamboo 5

Cabbage 1 Pear 3 Apt 2 Ceder 4

Potato 1 Cherry 3 Yard 1 Acorn 3

Onion 1 Abandoned 2 Sawleaf Zelkova 3

Platycodon grandiflorum 1 Jujube 2 Needle 2

Mushroom 1 White mulberry 2 Rock 2

Schisandra chinensis 1 Paulownia coreana Uyeki 1

Apricot 1 Japanese sumac 1

Blueberry 1

Walnut 1

　 　 Ginkgo 1 　 　 　 　

Fig. 6. Cumulative patch size distribution (Y axis as cumulative number of patches) of each landscape features surrounding study orchards 
within 100m radius in Geocha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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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사과원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논, 아카시아군락지, 야산, 

복숭아과원, 참깨, 포도, 감, 폐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6).

해충 발생 환경 분석

년중 누적 복숭아순나방의 발생량은 년중 복숭아심식나방 

발생량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0.9, P < 0.05). 년중 

누적 복숭아순나방 발생량과 봄철 발생량 역시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r = 0.86, P < 0.05). 2011년과 2012년 복숭아순나방 

발생량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r > 0.9, P < 0.05). 사과굴

나방의 발생량과 다른 해충 발생량과는 뚜렷한 연관관계가 보

이지 않았다(r < 0.6, P > 0.05).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해충 발생량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Table 6).

또한 나비목 해충의 발생은 과원이 위치한 읍면 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Table 7). 복숭아순나방의 경우 두 해에 걸쳐 

거창읍에서 발생이 가장 많았고 북상면에서 가장 적었다. 봄철 

월동 집단의 크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복숭아심식나방의 

경우 2011년에만 거창읍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북상면이 가

장 적게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

Table 6. Correlation coeficients of yearly cumulative population sizes and spring population (-yr and sp) of four species of major apple 
pests caught in pheromone traps in the study sites in Geochang, Korea in 2011 (-11) and 2012 (-12)

Gm-11sp Gm-12 Gm-12sp Cs-11 Cs-12 Pr-11 Pr-12 Ap-11 Ap-12

Gm-11 0.94 0.98 0.86 0.91 0.84 0.54 0.46 0.56 -0.05

Gm-11sp 0.94 0.86 0.84 0.73 0.57 0.49 0.51 -0.09

Gm-12 0.88 0.88 0.8 0.55 0.46 0.54 -0.07

Gm-12sp 0.75 0.64 0.55 0.48 0.57 -0.00

Cs-11 0.93 0.5 0.42 0.57 -0.03

Cs-12 0.48 0.41 0.52  0.02

Pr-11 0.98 0.3 -0.10

Pr-12 0.2 -0.09

Ap-11 -

Note: Grapholita molesta (Gm), Carposina sasakii (Cs), Phyllonorycter ringoniella (Pr), and Adoxophyes paraorana (Ap)

Table 7. Comparision of spring and cumulative yearly population sizes (-sp, -yr) of four major apple pests caught in pheromone traps 
relative to orchard variables such as county, aspect, variety, rooststock and irrigation type and surrounding landscape features

Factors Gm-11 Gm-12 Gm-11sp Gm-12sp Cs-11 Cs-12 Pr-11 Pr-yr-12 Ap-11 Ap-12

Town * * * * *

Aspect * *

Variety

Rootstock

Plum * ** * ** *

Wild peach * * * * *

Apricot * *

Pear

Grape * * * * * * * *

Peach ** ** ** ** * * * *

Blueberry

Ginseng

Abandoned orchard * ** * ** * *

Jujebe * *

pNote: Grapholita molesta (Gm), Carposina sasakii (Cs), Phyllonorycter ringoniella (Pr), and Adoxophyes paraorana (Ap), If th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p < 0.05 *,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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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사과굴나방은 지역별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사과애모

무늬잎말이나방의 경우 2011년에만 거창읍, 웅양면, 마리면에

서 발생이 많았고, 북상면이 가장 적게 발생했다. 

사과굴나방의 경우 과수원의 방위에 따른 발생량의 차이가 

있었다. 북서향인 과수원에서 다른 방향의 과수원보다 6배이

상의 트랩 포획수를 보였다 (농가당 년중 누적 5000-6000 마리 

vs 200-1000마리)(Table 7). 

특정 경관 요소가 인접한 과수원과 그렇지 않은 과수원에서 

해충의 발생량 비교 결과는 Table 7에 나타냈다. 복숭아순나방

의 경우 자두, 산복숭아, 포도, 복숭아 및 폐과원이 있는 경관 구

조를 가진 사과원에서 밀도가 더 높았다(P < 0.05). 특히 월동 

개체군이 출현하는 봄철에는 그 영향이 더 컸다(P < 0.01). 복숭

아심식나방의 경우 포도와 복숭아가 인접한 과원에서 밀도가 

높았다(P < 0.05). 반면 사과굴나방의 경우 포도, 복숭아, 대추

와 폐과원 존재 여부가 밀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P < 0.05). 

반면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의 경우 개체군 크기가 작아서 

경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자두, 산복숭아, 살구

가 있는 경관에서 밀도가 높았다(P < 0.05). 경관 조각 중 배, 블

루베리, 인삼 등은 4종 해충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P > 

0.05).

고 찰

사과원 해충 관리에 있어 해충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지원 과정이며, 재배환경과 경관 정보는 해충의 발생 패턴

이 공간에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거창지역 사과원을 대상으로 사과 재배 및 관리현황 정보를 제

공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농가들에서의 나방류 

주요 해충 4종의 발생량 조사와 경관 변수들의 추출을 통해 이

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수행되었던 경남 거창지역은 국내 사과주산지 중 

하나이다. 농가에 의해 결정되는 재배 환경과 나방류 해충 발생

간의 관계는 설문 자료의 한계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되지 않았

지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써 사과원 주변에 

폐농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복숭아순나방과 사과굴나방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따라서 농가의 재

배 환경 또한 나방류 해충의 발생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또한 조사 당시 경남 거창지역은 상대적으로 젊

은 농가(평균 연령 56세)들이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 농

가에서 점적관수나 스프링쿨러 시설, SS분무기 등 기반 시설과 

자재의 확보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과 품종은 

후지 중심에 홍로가 차우점하였고, 대목 역시 전통적인 M26 대

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전 조사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

었다(Lee et al., 1996; Lee et al., 2007). 농가에서는 심식나방

류, 응애를 난방제 주요 해충으로 지목하였고, 노린재류의 중요

성이 높아졌다. 이는 응애류의 피해는 감소하고 톱다리허리노

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 등의 출현 증가를 반증하고 있다(Lee 

et al., 2007). 농약 사용횟수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공히 12회 정

도로 Lee et al. (2007)이 보고한 살균제 10.2회, 살충제 7.6회보

다 많았다. Lee et al. (2007)의 자료는 저농약 고효율 사과병해

충 방제 기술 강습회에 참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 결과

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의 설문자들은 대개 경북대와 사과

시험장의 8회 또는 10회 방제 체계를 학습하고 실행하는 훈련

된 선도농가에 해당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거창지역 일

반 관행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했기에, 방제 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살충제와 살균제 사용 횟수의 높은 상관관계는 두 

계열의 약제를 혼합하여 살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살비제는 2.2에서 2.5회로 Lee et al. (2007)의 2.8회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응애류 종합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는 etofenprox, flonicamid, 

chlorantraniliprole, imidacloprid, chlorpyrifos, indoxacarb, te-

flubenzuron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설문결과는 Chlorpyri-

phos, phosphamidon 등 유기인계 중심 약제들(Lee et al., 2007)

이 피레스로이드계, 합성제충국제 및 곤충생장조정제(IGR)계

쪽으로 이동하였음이 감지되었다(Jang et al., 2015). 특히 나방

류 방제를 위한 IGR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농약 구매처는 지

역단위 농협이나 원예농협으로 집중되고 있어, 1990년대보다 

농약판매상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었다(Lee et al., 1996). 그러

나 약제 선택은 아직도 판매자의 소개나 권유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사과 주요 해충인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은무늬굴

나방, 사과굴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의 발생 주요 패턴

은 타지역과 비슷하였다(Choi et al., 2009). 본 연구에서 복숭

아순나방은 5월초 월동 세대 최대 발생 후 6월 중순 ~ 7월 하순, 

7월 중순 ~ 7월 하순, 8월 중순 ~ 9월 상순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는 수원지역에서 조사된 결과와 유사하였다(Kim et al., 2004). 

반면에 상주지역 배과원에서는 복숭아순나방이 4월 상순 ~ 4

월 하순에 최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Kim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조사된 거창지역보다 조금 빨랐다. 이는 온도 조건 

등에 따른 지역적 변이일 것으로 추정되나, 전반적인 발생 패턴

은 유사하였다. 반면에 같은 지역내에서도 과원별 발생량의 차

이는 매우 컸다. 발생이 적은 과수원은 년간 누적 발생량 180여 

마리인 반면, 어떤 과원은 1800마리 정도 나타났었다. 10배 이상

의 발생량 차이는 농가의 관리 방법뿐 아니라 과원의 경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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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인위적 환경 요소가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복숭아순나방 발생량과 다른 3종 나방류 발생 밀도간에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즉 복숭아순나방의 발생량이 다른 나방류 

발생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봄철 복숭

아순나방 발생량과 년중 누적 발생량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는 바, 복숭아순나방 봄철 밀도를 중심으로 1년의 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결과는 과원 관리가 잘 안되는 과수원의 경우 여러 해충

의 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숭아심식나방은 2011년 보다 2012년이 발생이 적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1세대는 7월 상순에 발생하였다. 중부지역 

천안의 조사자료(Yang et al., 2009)에 의하면 사과애모무늬잎

말이나방의 발생시기는 1세대 성충 최대발생기가 5월하순, 2

세대 7월중순, 3세대 8월하순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는 6월상순, 8월하순, 9월중순으로 지역별 발생시기에 차이를 

보였다. 

거창의 80농가를 읍면별로 나뉘어 해충의 발생을 조사하였

을 때 거창읍, 웅양면, 남상면의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

방, 사과굴나방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과애모무늬잎말

이나방에서는 읍면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 발생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농가별 해충 발생의 차

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은 해발

이 낮거나, 거창지역에서의 사과재배기간이 가장 길었던 지역,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의 기주식물인 복숭아, 자두 

등과 같은 재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고, 재배밀도가 

낮은 고제면, 북상면은 산을 개간하여 만든 신규 개간지가 많았

고, 사과외에 다른 작목이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았으며, 해발

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사과원의 해충 밀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

되어 진다. 

사과원 주변의 경관요소를 54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

과 과수원 주변 경관 100 m 내의 경관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사

과 과수원 주변에 사과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논, 아카시

아 등의 잡목이 많은 야산 등과 인접해 있었다. 일부 과원은 폐

과수원, 포도, 감, 온실 등과 인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관 요

소와 해충의 발생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주변에 기주식물(자두, 

복숭아)이 있는 사과원에서는 복숭아순나방의 밀도가 높았었

다 (Vickers and Rothschild, 1991). 반면 논, 밭, 소나무, 건물 등

과 같은 경관적인 요소와 나방류 발생에 관한 연관성은 찾을 볼 

수 없었다. 또한 나무의 수령, 대목종류에 관하여서도 해충의 

발생요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사과원 주변에 폐과원과 같

이 관리가 되지 않은 사과원이 있을 경우 잎말이나방의 서식지

역 역할을 할 수 있었다(Jeanneret and Charmillot, 1995)는 연

구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거창지역도 일치가 되었

다. 또한 복숭아류, 포도, 자두 등이 포함된 경관 내 사과원에서 

복숭아순나방의 발생량이 높았는 데, 특히 봄철 월동 개체군의 

크기에서 그 경향은 더욱 뚜렸했었다. 즉, 과수원 주변에 배치

된 복숭아, 폐과원 등에서 복숭아순나방이 월동하고 이후 봄철

에 먹이자원이 풍부한 사과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복숭아순나방 중 소수는 수 km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하

기도 하지만(Park et al., 2008) 대부분 200 m이내에서 이동한

다. Il’ichev et al. (2004)는 교미교란 연구에서 50-60 m 정도의 

차단으로도 충분히 복숭아순나방 밀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해충관리 관점에서 농생태계 경관 구조 논의는 

해충과 천적의 이동 거리를 감안한 공간규모 내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경관은 농업 생산 체계에서 생물다양성과 풍부도 그리

고 생태계 구조적 다양성을 결정하거나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

서가 된다(Potts et al., 2016; Lee and Jung, 2019; Naeem et al., 

2019). 농업 생태계에서 경관 관리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 

향상이라는 심미적 가치를 넘어서 기능적 다양성 부양을 통한 

농업 생태계 안정성 추구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다. 다양하

고 건강한 경관은 화분매개 곤충을 유인하거나 지원하고, 포식

자나 기생자 등 천적들에게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해충의 밀도 억제에 영향을 준다. 해충의 분산 이동 

거리 내의 경관 관리, 사과와 배의 적성병 관리를 위한 향나무 

제거나 폐과수원의 정리 등은 직접적 해충 밀도 저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생태계 전반의 기능적 네트워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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