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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owed that 0.2 mm black screen was the most effective
exclusion than other colors of 0.6 and 0.8 mm.
CONCLUSION: The two insects were different reponses to
various hole sizes of white and other color screen nets. It
was proved that the 0.4 mm white screen net used in this
experimental condition was suitable for exclusion of B.
tabaci and 0.2 mm black for F. occidentalis.

BACKGROUND: The tobacco whitefly(Bemisia tabaci
Gennadius) and western flower thrips(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seriously damaged to several
greenhouse crops and transmitted plant viruses such as the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TYLCV) and Tomato
Spotted Wilt Virus(TSWV).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exclusion effects of insect screen nets by various
hole sizes and colors for control of the two insect pests in
controlled environments such as a closed plant production
system.
METHODS AND RESULTS: The exclusion effects to
various hole sizes of three other colors with 30 individuals
of two insect pests was evaluated. B. tabaci was not showed
not difference to different colors and sizes. F. occidentalis

Key words: Bemisia tabaci, Frankliniella occidentalis,
insect screen net, exclusion effect

서 론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Gennadius)는 전 세계적으
로 발생되며 흡즙피해와 함께 Tomato Infectious Chlorosis
Virus(TICV, Duffus et al., 1996) 병 등 25종 이상의 바이
러스병을 매개하여 시설작물의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에 큰
영향을 주는 해충이다(Bedford et al., 1994). 또한 토마토에
서는 황화잎말림병(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TYLCV)을 매개하며 병징이 발현 후 토마토 생산량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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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types of various insect screens used for exclusion test of B. tabaci and F. occidentalis
Size (mm)

Color

Raw material

White

Nylon

Black

Polypropylene

0.3

White

0.4

White

0.2

0.6

0.8
TW30

Manufacturer

Country

Sungjae MH TEC

Korea

Polyethylene

Sungjae MH TEC

Korea

Polyethylene

Sungjae MH TEC

Korea

White

Polypropylene

Sungjae MH TEC

Korea

Black

Polyethylene

Textoma

Korea

Red

Polyethylene

Nihon Widecloth, Co., Ltd.

Japan

White

Polypropylene

Sungjae MH TEC

Korea

Red

Polyethylene

Nihon Widecloth, Co., Ltd.

Japan

White

Polyethylene

Takii & Co., Ltd.

Japan

감소한다(Horowitz et al., 2005; Park et al., 2012). 담배
가루이는 기주범위가 넓어 86과 700 여종 이상의 식물을 가
해하며(Greathead, 1986), 지금까지 9 가지의 biotype이 보
고되었다(Brown et al., 1995).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Pergande)
는 미국 북부지역이 원산지로 1980년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
하여 현재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OEPP/
EPPO, 1989). 특히 시설재배작물에 중요한 해충이며(Higgins
and Mayer, 1992; Gerin and Hance, 1993), 국내에서는
1993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밀감하우스 재배농가에서 처음
발견되었다(Chung et al., 2000). 꽃노랑총채벌레는 발육단
계마다 서식처가 다르고 온실 내 높은 온도에서 번식력이 왕
성하며 성충의 몸이 작기 때문에 잎 뒷면이나 꽃잎 사이 등에
숨기 좋아하는 습성과 빠른 약제 내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시설작물을 가해하는 주요해충으로 자
리 잡았다(Scmidt and Frey, 1995; Immaraju et al., 1992;
Yu et al., 2002; Chung et al., 2013). 온실과 같은 재배시
설에서 연중 발생하고 약제방제를 우선하였기 때문에 살충제
에 대한 교차 또는 복합저항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러한 살충제로부터 살아남은 해충들의 밀도가 더욱 증가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Helyer & Brobyn, 1992; Immaraju et
al., 1992; Zhao et al., 1995).
꽃노랑총채벌레는 고추, 토마토, 장미, 국화 등 62과 224
종 식물의 잎과 꽃을 가해하고 산란을 통해 피해를 주며, 담
배가루이처럼 약충이 Tomato Spotted Wilt Virus
(TSWV)와 Tobacco Streak Virus(TSV)를 매개하여 경제적
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Salguero et al., 1991, 1994;
Helyer & Brobyn, 1992; Barbour and Brandenburg,
1994; Groves et al., 2001).
시설재배지에서 총채벌레류 및 가루이류와 같은 미소해충
의 유입 차단은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에 있
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살충제 가격 상승으로 인
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증가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방충망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
다(Neal, 1992). 방충망 사용은 해충 개체군의 감소(Berlinger

et al., 1983, 1991, 1992; Robb and Parrella, 1988; Baker
and Jones, 1989), 곤충 매개 식물병의 낮은 발병(Berlinger

et al., 1983; Baker and Jones, 1989) 및 살충제 살포횟수
의 감소(Berlinger et al., 1983; Robb and Parrella,
1988) 등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설재배지에
서 총채벌레류와 가루이류 등의 유입 차단을 위한 방충망 사
용은 재배적 방법의 하나로, 연중재배가 가능한 육묘장, 박과
(Cucurbitaceae), 가지과(Solanaceae) 등의 과채류와 엽채
류 및 화훼류 등 대부분의 작물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방제기
술이라고 할 수 있다(Chung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 유리온실 및 식물공장
과 같은 폐쇄형 작물재배 시스템 내 재배작물에 피해를 입히
는 유입해충 중에서 바이러스 매개충인 담배가루이와 꽃노랑
총채벌레의 유입 차단 및 방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충
망 크기와 색상별 차단 효과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곤충
실험에 사용한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는 국립농업
과학원 작물보호과 곤충사육실(25±1 ℃, 65-70%)과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온실(25±1 ℃, 60-70%)에서
가지와 땅콩으로 누대 사육한 개체들을 각각 사용하였다.
담배가루이 방충망 처리
방충망 통과실험은 SPL LifeScience Co., Ltd. (Pochun,
Korea)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 종류의 직사각형 사육용기(72
× 72 × 100 mm, Product No. 310076, 310077)와 고정용
프레임(80.8 × 80.8 × 21 mm, Product No. 310074)을 사
용하였다. 바닥면에 1개의 환기구를 가진 사육용기를 뒤집어
고정용 프레임에 고정시킨 후 담배가루이 성충 30 마리를 용
기 안에 넣고 프레임 위에 백색 방충망(Table 1)을 덮은 후
사육용기 입구를 프레임에 고정시켰다. 담배가루이 성충은 30
마리를 1회 반복으로 한 후 5 반복 처리하였다. 성충 유인을
위해 토마토의 어린 잎 하나를 1.5 ml 튜브에 집어넣고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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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diagrams for exclusion test of insect screens to B. tabaci and F. occidentalis. (A): B. tabaci, (B): F.

occidentalis.
채운 후 사육용기 한 쪽 면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여 고정시
켰다. 담배가루이 성충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물에 적신 솜
을 직경 1.5 cm 크기의 실험용기에 넣은 후 용기 바닥면에
고정하였다. 사육용기 안에 처리된 개체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망이 처리된 부분을 parafilm으로 추가 고정시켰다
(Fig. 1). 성충 처리 24 시간 뒤에 방충망 통과 여부를 조사하
였다. 사육실 내 온도와 상대습도는 24±1 ℃, 60±10%로 각
각 설정하였고 낮과 밤의 처리시간은 각각 12 시간을 유지하
였다.

담배가루이 색상별 방충망 처리
SPL LifeScience Co., Ltd.의 직사각형 사육용기
(Product No. 310076, 310077)와 고정용 프레임(Product
No. 310074)을 사용하여 백색과 적색의 0.6 mm 및 0.8
mm 망(Table 1)을 설치·고정하였다. 담배가루이 성충 및 기
주식물 처리 방법은 백색 방충망 처리 방법과 동일하다.
꽃노랑총채벌레 방충망 처리
방충망 처리 방법 및 개체수는 담배가루이에서 사용한 방
법과 동일하다. 성충 유인을 위해 직경 2 cm 백색 플라스틱
튜브의 마개에 물에 불린 땅콩을 세로로 이등분하여 그 반쪽
을 올린 후 방충망 위에 고정시켰다. 꽃노랑총채벌레 성충은
30 마리를 한 반복으로 하여 5 반복 처리하였다. 처리 24 시
간 뒤에 방충망을 통과하여 땅콩에 유인된 개체와 사육용기
아랫면에 남아있는 개체를 구분하여 조사 기록하였다.
꽃노랑총채벌레 색상별 방충망 처리
2 종류의 0.2 mm 망(흑색과 백색), 3 종류의 0.6 mm 망

(적색, 흑색 및 백색), 2 종류의 0.8 mm 망(적색 및 백
색)(Table 1)을 백색 방충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
로 꽃노랑총채벌레 성충을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통계처리
백색 및 흑색의 색상별 방충망에 대한 담배가루이와 꽃노
랑총채벌레의 차단효과는 양측검정을 실시하였고 TW30을
포함한 5 가지의 백색 방충망의 크기별 차단효과에 대한 유
의성 검정은 SAS 프로그램(SAS, 1989)의 PROC GL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한 후 처리 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분산
분석에서 처리간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차이는 최소유의
차검정(LSD)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방충망 크기별 담배가루이 차단효과
6 가지 크기별 백색 방충망 중에서 0.2 mm 망은 담배가
루이를 100% 차단하였다. 방충망 크기 중에서 0.3 mm와
0.4 mm의 망도 각각 97.8% 및 96.7% 이상의 차단효과를
나타냈지만 이들 3 종류의 방충망 사이에서는 크기별 유의성
은 보이지 않았다(Fig. 2, F = 862.25; df = 6; P = 0.0001).
0.6 mm 이상의 방충망에서는 차단효과가 42.2%까지 감소하
였고 일본에서 총채벌레 유입차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TW30에서는 12.5%의 차단율을 나타냈다. 이는 방충망 처리
없이 토마토 잎만을 처리하여 대조구로 사용한 무처리 결과
와 유사하여 담배가루이 차단에는 효과가 없음을 보여 주었
다. 방충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담배가루이 또한 쉽게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단효과를 고려한다면 0.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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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clusion effects of B. tabaci to insect screens of various sizes with white color. Control means that cage not
installed insect screen net. Each treatment consisted 30 individuals and was replicated thre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error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 0.05 (LSD test). Teitel (2007) was reported
that the average thorax size of B. tabaci adult females and males were 245.5 and 184.4 μm, respectively.

Fig. 3. Exclusion effects of B. tabaci to insect screens of two types with white and red colors. Each treatment consisted
30 individuals and was replicated three times. NS means not significant.

의 방충망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색상별 담배가루이 차단효과
두 종류의 망 크기(0.6 및 0.8 mm)와 두 종류의 색상(백
색 및 적색)을 가진 방충망을 대상으로 색상별 차단효과를 비
교 조사한 결과, 두 종류의 방충망 모두에서 색상별 차단효과
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0.6 mm 망의 경우 백색
이 적색보다 담배가루이 성충 차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A, t =

1.00; P = 0.3745). 0.8 mm 망에서는 백색보다 적색에서 다
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Fig. 3B, t =
-1.60; P = 0.2334). 이러한 결과는 방충망 색상은 담배가루
이의 유입 차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방충망 크
기가 차단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방충망 크기별 꽃노랑총채벌레 차단 효과
5 가지 크기(0.2, 0.3, 0.4, 0.6, 0.8 mm)별 백색 방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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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clusion effects of F. occidentalis to insect screens of various sizes with white color. Control means that cage
not installed insect screen net. Each treatment consisted 30 individuals and was replicated fiv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error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 0.05 (LSD test). Teitel (2007) was
reported that the average thorax size of F. occidentalis adult females and males were 261.3 and 215.8 μm, respectively.

Fig. 5. Exclusion effects of F. occidentalis to different three colors. Each treatment consisted 30 individuals and was
replicated fiv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error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 0.05 (LSD test).

처리에서 0.2 mm의 방충망에서 86.8%의 차단효과를 나타낸
반면, 다른 방충망에서는 40% 미만의 차단효과를 보였다(Fig.
4, F = 30.91; df = 5; P = 0.0001). 0.3 mm 망에서는 35.8%
까지, 0.4 mm에서는 20.0%까지 차단하였다. 그러나 0.6 mm
망 이상의 차단효과는 24.3%로 증가하여 0.8 mm에서는
34.2%까지 증가하였지만 서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시설재배지에서 꽃노랑총채벌레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0.2
mm의 방충망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0.2 mm의 망

보다 큰 방충망을 사용할 경우 유입된 개체의 이동을 억제하
기 위해 점착트랩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색상별 꽃노랑총채벌레 차단효과
흑색과 백색의 0.2 mm 방충망을 비교한 결과, 흑색망에
서는 100% 차단효과를, 백색에서는 87.8%의 차단효과를 나
타내어 차단효과에서는 흑색이 백색보다 높았다(Fig. 5A, t =
5.36; P = 0.0007).

Exclusion Effects of Bemisia tabaci and Frankliniella occidentalis

3 종류의 색상(적, 흑 및 백색)을 가진 0.6 mm 방충망과
2 종류의 색상(흑색과 백색)을 가진 0.8 mm 방충망 처리에
서는 색상별 차단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0.6 mm 망에서는
백색(26.6%)<흑색(41.3%)<적색(51.0%) 순으로 차단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Fig. 5B, F = 3.50; df = 2; P = 0.0635),
0.8 mm 망에서는 적색망이 백색망 대비 약 1.3 배 차단효과
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Fig. 5C, t =
-1.79; P = 0.1302).
본 연구를 통하여 백색과 적색간의 색상 차이 및 0.6, 0.8
mm 망 처리효과를 비교해 보면, 꽃노랑총채벌레는 방충망의
색상 차이를 인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백색망보다는 적색망
이 꽃노랑총채벌레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
나 인공광을 사용하는 식물공장과 같은 폐쇄형 재배시스템
보다는 온실과 같은 반폐쇄형 시설재배지 등에서 꽃노랑총채
벌레를 대상으로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0.6 mm의 적색 방충
망보다는 0.2 mm의 흑색 방충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 찰
시설 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
레는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연속적이며 효과적인 방제방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주로 식물추출물 등의 친환경
자재나 살충제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
다. 그러나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는 결
과적으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증가와 함께 해충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Helyer & Brobyn, 1992;
Immaraju et al., 1992; Zhao et al., 1995). 또한 친환경 재
배의 한 방법으로 천적과 점착트랩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천
적 사용은 방제효율 대비 구입비용이 문제가 되며, 친환경자
재인 점착트랩의 사용은 설치와 제거에 노동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Brown과 Czosneck(2002)은 TYLCV 매개충인 담배가
루이 방제에 대해 병해충 관리보다는 원천 차단이 병충해 해
결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병해충 원천차단의 한 방법으로 방
충망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차단효과를 폐쇄된 실내에서 조사
하였다(Oida et al., 2007). 0.4 mm 방충망을 사용할 경우
100% 차단은 안 되었지만 방충망 통과 개체수가 크게 줄어
들었고 0.3 mm 이하 방충망에서는 유입 차단효과가 매우 높
다고 하였다. 또한 온실 포장실험을 통해 0.4 mm와 0.35
mm 방충망을 처리한 결과, 가루이류 발생 수에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하였고 0.4 mm 이하의 방충망은 차단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 포장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폐쇄된 실내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여 0.4 mm 방
충망 처리가 담배가루이의 폐쇄공간 유입차단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Matsuura 등(2005)은 같은 속(congener) B.
argentifolii를 대상으로 방충망을 이용한 실내 및 온실 포장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내의 완전차단을 위해서는 0.4 mm
이하 방충망의 필요성과 함께 온실 포장실험에서는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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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망과 0.3 × 0.4 mm 망을 사용하는 것이 차단율을 95%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최근 Chung 등(2013)은 담배가루이를 대상으로 망사 규
격별로 통과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방충망 크기가 54 mesh에
서는 개체가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반면, 직교로 직조된 60
mesh부터 83 mesh까지의 방충망은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유의성도 없었다고 하였다. Fujinaga 등(2007)은 파총채벌레
(Thrips
tabaci)를
대상으로
꽃도라지(Eustoma
grandiflorum) 시설재배 출입구에 0.6 mm 방충망을 설치
하여 시설 내 파총채벌레 수의 현저한 감소를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차단율 비교
에서는 0.6 mm (24.3%)보다 0.3 mm (35.8%)과 0.8 mm
망(34.2%)이 높게 나타나 파총채벌레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종 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된다.
방충망의 색상을 달리하여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차
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Kuwabara 등(2013)은 오
이 노지재배 터널 바깥쪽에 0.8 mm 적색 PE 방충망을 설치
한 후 점착트랩을 이용하여 담배가루이와 오이총채벌레의 유
입차단효과를 조사하였다. 담배가루이의 경우 적색망이 0.8
mm 백색망보다 차단효과가 높았지만 0.4 mm 낮았다고 하
였다. 오이총채벌레의 경우 적색망이 0.8 mm 백색망보다는
차단효과가 높았고, 0.4 mm 백색 방충망과는 차단효과가 유
사하였으며 시설재배오이의 온실 포장시험에서도 유사한 결
과를 보여 오이총채벌레에 대한 적색 방충망의 유입차단 효
과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를 대상으로
0.6 및 0.8 mm 적색 방충망을 처리하여 색상별 차단효과를
조사하였다. 0.8 mm 망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백색망보다도
담배가루이의 차단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0.6 mm 망
에서는 백색망이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0.6과 0.8 mm의 적색망은 동일한 크기의 백색망보다 꽃노랑
총채벌레의 차단효과가 높게 나타나 Kuwabara 등(201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흑색망 처리에서는 0.2와 0.6 mm의 백
색망보다 차단효과가 높게 나타나 방충망 색상에 따라 꽃노
랑총채벌레 유입차단반응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0.2 mm의 적색망과 0.4 mm의 흑색, 적색망 및 0.8 mm
의 흑색망을 확보하지 못해 비교실험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방충망 크기와 색상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차단효과를
추정해 보면 망 크기가 커지더라도 적색과 흑색의 색상 간에
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색상 차이로 인한 온
실 내 차광을 생각한다면 흑색보다는 적색이 농작물의 생육
에 유리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토마토 온실 재배포장에서의
비교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이총채벌레의 전기망막전도(ERG, electroretinography)
측정결과에 따르면 성충은 적색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Murai, personal communication), 적색망이 오이
총채벌레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쳐 차단효과 향상으로 이
어지는지 그 기작 구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꽃노랑총채

52

Jung et al.

벌레의 적색과 흑색에 대한 유입차단효과 또한 오이총채벌레
에서 보고된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색상에 대한 가
루이류와 총채벌레류의 반응과 관련하여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설재배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황색과 청색의 점착트랩이며, 발광다이오드(LED, LightEmitting Diode) 또한 해충 방제를 위한 광반응 연구에 이
용되고 있다. Kim 등(2012)의 보고에 따르면 흑색 LED 처
리가 담배가루이 유인에 효과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청색, 황
색 및 녹색광이라고 하였다. 온실가루이에 대해서 Jeon 등
(2014)은 청색광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녹색,
백색, 적색, 자외선 및 황색광 순으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
었다. 꽃노랑총채벌레의 반응에 대해서 Yang 등(2015)은 녹
색광이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청색, 적색 및 백색광 순이었
다고 하였다. 한편 오이총채벌레는 470 nm의 청색광과 반사
점착판을 같이 사용했을 때 유인율이 높다고 하였다
(Nakamura et al., 2014).
Kuwabara 등(2013)은 0.4 mm 적색망이 설치된 온실
내부가 고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이 생육에 영향이 적다고
하였지만, Chung 등(2013)은 극세사의 방충망을 온실에 설
치할 경우 온실 내부 온도의 상승과 함께 환기불량으로 높은
습도가 유지되며 이러한 환경조건에서는 병 발생의 위험이
높고 차광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온실
내부 온도 분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조건에 대한 반복
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온실 내부 공기유동과 온도분포 등의 자료를 이
용하여 환경조건의 변화를 모의 추정하는 컴퓨터 및 전산유
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의 기술이
필요하다(Bailey et al., 2003; Fatnassi et al., 2013). 이러
한 CFD 기술의 활용은 방충망 설치가 온실 내 온도 상승 및
습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창을 열어 작물을 재배하는 개방된 시설재배지와 작물
의 생육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조절이 가능한 유리온실이나
식물공장(스마트팜)처럼 환경이 조절된 폐쇄공간 내에서 작물
을 재배할 경우 염려되는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의 발
생은 생물적 또는 화학적 방제 이외에 0.4 mm의 백색 망충
망과 0.2 mm의 흑색 방충망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주요 온실해충인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를 대상으
로 크기가 다른 백색의 여섯 가지의 방충망(0.2, 0.3, 0.4, 0.6,
0.8 mm과 TW30)과 세 종류의 색상(흑, 백, 적)을 가지고 차
단율을 조사하였다.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는 0.2 mm
방충망에서는 각각 100%와 86%의 높은 차단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0.3 및 0.4 mm 망에서 담배가루이는 96% 이상의 높
은 차단율을 보인 반면 꽃노랑총채벌레는 40% 미만의 낮은
차단효과를 나타냈다. 담배가루이에 대한 0.6와 0.8 mm의
백색과 적색망의 색상별 차단효과를 조사한 결과 0.6 mm 망

에서는 백색이, 0.8 mm 망에서는 적색이 우수하였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0.2 mm 백색
과 흑색망에서는 백색보다 흑색에서 100%의 완벽한 차단효
과를 나타낸 반면, 0.6과 0.8 mm의 흑, 백, 적 또는 백, 적의
반응에서 백색보다는 적색의 차단효과가 높았다. 공기 순환과
경제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담배가루이 방제에는 0.4 mm
백색 방충망을, 꽃노랑총채벌레 방제에는 0.2 mm의 흑색 방
충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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