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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hroom sciarid fly Lycoriella ingenua (Dufour), syn. L. mali (Fitch) is one of the most common fly pests affecting
the mushroom cultivation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damages of L. ingenua in A. bisporus mushroom cultivation. Rearing of mushroom flies were carried out on mycelial culture in
Petri dishes. The development of L. ingenua from egg to adult at the temperature of 16, 20, 24, 28oC were 35.2, 25.8, 23.5, and
22.2 days, respectively. Adult flies invade mushroom farms and oviposit in freshly spawned compost. Damages are mainly caused
by the larvae of 1-7 mm, which feed on growing mycelium and also developing stipes and caps of mushrooms. Adult flies spoil
the appearance of the fruiting bodies, spread various fungal and bacterial disease, and transmit mites. The damages by mushroom
flies increased without pest control causing yield loss of up to 27%. 

KEYWORDS:  Agaricus bisporus, Fruiting body, Lycoriella ingenua, Pupation, Sciarid fly

서 론

버섯파리는 파리목(Diptera)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리나

라를 포함해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며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해충이 되고 있다(Wyatt, 1963; Clift,

1979; White, 1985; Kim and Hwang, 1996; Erler et al,

2011). 검정날개버섯파리과(Family Sciaridae)에 속하는

버섯파리들은 부패하는 유기물, 식물, 곰팡이 균사 등을

먹이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넓은

범위의 포식성 때문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유충의 경우 배지에서 생장하는 버섯균사를 직접적으로

섭식하고 자실체를 직접 가해함으로서 버섯의 생육 및 수

확량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

인이 된다(Hussey and Gurney, 1968; Clift, 1979; White,

1985; Kiel, 2002; Kim et al, 2012). 또한 성충은 병균,

선충, 응애 등 각종 오염원의 매개체로 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킨다(Clancy, 1981; Wetzel, 1981; Shamshad, 2010).

일반적으로 검정날개버섯파리 성충은 약 3~4 mm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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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암갈색 혹은 흑색을 띠며 머리에 긴 더듬이와 등 뒤에

회색의 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암컷은 수컷에 비해 몸집

이 큰 것이 특징이다. 생식기의 구조와 전경절의 강모 등

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Lee

et al, 1999; Shamshad et al, 2009; Shamshad, 2010), 최

근에는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동정이 가능하다

(Kwon et al, 2013). 

검정날개버섯파리 중에서도 긴수염버섯파리[L. ingenua

(Dufour)]는 L. mali (Fitch) 또는 L. solani (Winnertz)로

도 알려져 있는데(Menzel and Mohrig, 2000; Sinclair

and Dorchin, 2010), 오래전부터 세계 버섯 생산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Menzel and Mohrig, 1997; White et al., 2000). 우리나

라에서 긴수염버섯파리는 1999년 최초로 느타리에서 발

견되어 긴수염파리속(Genus Lycoriella)으로 분류되었고

(Lee et al, 1999), 그 이후 표고와 양송이버섯에서도 큰

피해를 입히는 주요 해충으로 보고되어 왔다(Choi et al,

1997; Kim et al, 1999; Lee et al., 2002; Shin et al,

2012; Kim et al, 2014).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은 담자균류에 속하는 식용

버섯으로 인도,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초원지에서 자생한다

(Hood et al, 2004). 양송이버섯은 단백질, 탄수화물, 각종 미

량원소,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고

(Irazoqui et al, 1997; Nasiri et al, 2013), 면역력 강화 및 유

방암 등에 대한 항암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Winer et al,

2002; Kent et al, 2003; Barros et al, 2008; Jagadish et al,

2009). 우리나라에서는 충남의 부여와 보령를 중심으로 전

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양송이 생산은 산업적으로 배지, 종균, 복토, 판매, 가

공 등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나 병해

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버섯파리의 양송이버섯 재배사내의 침입은

발효가 끝나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시작되고 종균이 접종

된 배지에서 균사를 직접적으로 섭식하면서 피해가 발생

한다(Kiel, 2002; Tibbles et al, 2005). 그러나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는 버섯재배의 전기간 즉 접종에서 수확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버섯의 생육

과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Rinker et al,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긴수염버섯파리의 서로 다른 온

도조건에서의 발생과 양송이버섯 재배에서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에 이용된 긴수염버섯파리는 2012년 10월 부여

와 보령의 양송이 재배사에서 흡충기(Aspirator)를 이용하

여 성충을 채집하였고 이산화탄소(Disposable CO2,

Tzong Yang Aquarium Co, Taiwan)를 이용하여 순간적

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킨 후 9×1.5 cm PDA배지를

분주한 페트리디쉬에 10여 마리씩 옮겨 담고 24
o
C, 70%

습도조건에서 계대사육하면서 산란을 유도하였다. 산란은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부화된 유충의 사육을 위해 버섯재

배연구실에서 분양한 느타리버섯 균사를 PDA배지에 옮

겨 항온기를 이용하여 24
o
C에서 16~20일 동안 배양한 후

유충의 먹이로서 이용하였다. 

발달단계 소요일수는 16, 20, 24, 28
o
C 각각의 온도별 항

온기내에서 페트리디쉬 내부에서 버섯파리의 교배, 산란, 유

충, 번데기, 성충이 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알에서 유충이

부화하는 것은 매일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고, 유충이

버섯 균사를 먹이로 충분히 섭식할 수 있도록 번데기가 될

때까지 새로운 페트리디쉬로 옮기며 관찰하였고, 유충이 번

데기가 되면 즉시 다른 페트리디쉬로 옮겨서 성충이 될 때

까지 조사하였다. 번데기에서 나온 성충은 신선한 느타리

균사가 자라고 있는 새로운 페트리디쉬로 옮겨 암수교배를

유도하여 새로운 세대가 진전되도록 하였다.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양상은 충남지역 부여와 보령 양

송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4월2013년 10월까지

계절별 작기별 재배시기에 맞추어 조사하였고 배지 및 수

확된 양송이버섯에서의 유충 및 성충에 대한 피해는 육안

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애 등의 발생은 채집된

긴수염버섯파리의 성충을 페트리디쉬에서 사육하면서 현

미경으로 확인하였다. 버섯파리에 의한 양송이버섯의 피

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34-mesh 방충망(UF34N, HS Bio,

Daejeon)을 사용하여 방충망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처

리구와 비교하였는데, 관행적인 재배방법을 통해 밀곡립

종균을 밀짚발효배지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상자(57×41×

18 cm)에 접종하였고, 균사배양이 완료된 뒤에는 복토를

실시하여 자실체 발생을 유도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긴수염버섯파리 성충은 버섯균사가 배양되

지 않은 새로이 접종된 퇴비배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Tibbles et al, 2005). 또한 종균접종후 퇴비배지에서 버

섯균사체가 발달함에 따라 발생밀도가 감소한다(Hussey

and Gurney, 1968; Cantelo and San Antomio, 1982;

Scheepmker et al, 1996; Smith et al, 2006).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는 종균접종 이후 균

사가 충분히 배양되기 이전 재배초기에 가장 심각하게 나

타나므로 이 시기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버섯파리가 퇴비배지 및 접종직후 균사가 발달하기 전 상

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균배양기, 발이 및 수확기

의 자실체 등에 대해서도 가해 또는 섭식하므로 양송이재

배 전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방제노력이 필요하다(Hussey

and Gurney, 1968; Clift, 1979; White, 1985). 주의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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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긴수염버섯파리 성충의 암수는 몸체의 크기와

성기의 모양 등에 의해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된다(Fig.

1). 암컷의 몸길이는 3.40에서 3.77 mm로 수컷의 2.44에

서 3.10 mm보다 길며, 날개의 길이도 암컷의 2.76에서

3.00 mm로 수컷의 1.82에서 2.16 mm보다 긴 특징이 있

지만 더듬이 길이의 경우에는 수컷이 1.5 mm로 암컷의

1.3 mm보다 크며 수컷의 수명이 6일로 암컷의 5일보다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1997).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배사에서 채집된 성충의 몸무게는 버섯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는데 양송이버섯에서의 성충은 몸무

게는 표고 및 느타리버섯에서의 성충보다 약 1.5에서 4배

까지 무거운 것으로 보고되었다(O’Connor and Keil,

2005). 이와 같은 결과에 미루어 볼 때 성충 또는 유충의

크기는 버섯의 종류 뿐 아니라, 품종, 사용된 배지, 재배

시기, 재배방법 등에 의해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버섯파리의 인공사육은 페트리디쉬에 A. bisporus, Pleurotus

ostreatus, Pleurotus eryngii, Pleurotus citrino-pileatus,

Flammulino velutipes, Absidia cylindrospora, Absidia

glauca 등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 균사를 먹이로 공급하면

서 실험실내에서 계대사육하는 것이 가능하다(Choi et al,

1997; Frouz and Novakova, 2001; O’Connor and Keil,

2005). 암수 성충을 페트리디쉬에 함께 있도록 하면 적극

적인 교미를 통해 암컷 한 마리당 직경 0.17 mm, 길이

0.27 mm 타원형 알을 약 50에서 15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Choi et al., 1997; Frouz and Novakova, 2001). 페

트리디쉬에서 부화한 알은 유충과 번데기를 거쳐 2세대

성충으로 우화한다(Fig. 2). 

이상에서 보듯 긴수염버섯파리의 발달단계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이어지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으며 온도

에 따라 알에서 성충까지의 소요기간에서 차이가 매우 컸

다(Table 1). 온도별 발달단계는 16, 20, 24, 28
o
C에서 알

에서 유충까지 각각 7.1, 6.3, 5.4, 5.1일로 소요기간이 단

축되었으며, 유충에서 번데기까지 각각 21.4, 14.3, 13.5,

12.8일로 단축되었고, 번데기에서 성충까지 각각 6.7, 5.2,

4.6, 4.3일로 단축되었다. 이와 같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단계별 소요기간이 단축되었고 결과적으로 알에서 성

충까지의 소요기간은 16, 20, 24 및 28
o
C로 높아짐에 따

라 각각 35.2, 25.8, 23.5, 22.2일로 단축되었다. 양송이버

섯의 균사생장 온도인 24
o
C 조건에서 보면 알에서 성충까

Fig. 1. Male(left) and female(right) mushroom fly, Lycoriella
ingenua (Diptera: Sciaridae).

Fig. 2. Rearing and the life cycle of mushroom fly, Lycoriella ingenua (Diptera: Sciaridae). A; adult flies on button mushroom
fruiting body. B; captured adult flies with aspirator, C; transferred adult flies to Petri dish, D; immobilization with carbon
dioxide, E, male and female adult flies trying to mate, F; mating, G; ovipositoin, H; eggs, I; larvae; J; pupa, K; exuviae and adult
flies, L second generation adult f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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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3~25일이 소요되었고, 버섯발생 온도인 16
o
C에서는

약 35일로 10일 이상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에 비추에 접종 후부터 버섯균사가 생장하는 기간

동안 세대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더욱 적극적인 방제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버섯파리

유충으로 생활기간이 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버섯재배

기간 중 유충에 의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유충

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 몸길이는 0.36에서 7.9 mm로 늘

어나고 무게는 0.0015에서 2.126 mg으로 증가한다는 보

고가 있는데(Lewandowski et al, 2004) 이 과정에서 상당

한 양의 먹이가 필요하며 그 결과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섯파리에 대한 피해는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수확후

버섯파리 유충 및 성충에 의해 소비자에 대한 혐호감을

유발하고, 생육중 양송이에 의한 얼룩을 만들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유충에 의한 균사체 및 자실체 섭식으

로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응애 또는

세균과 곰팡이 등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Fig. 3). 이와 마찬가지로 표고버섯의 경우 긴

수염버섯파리 유충에 의해 자실체를 직접 가해하고 배지

속에 서식하면서 영양분을 먹고 심한 경우 배지를 스펀지

처럼 만들면서 자실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Kim et al, 2012). 

버섯파리에 의한 양송이버섯 자실체에 대한 섭식 등의

피해율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자재배

를 이용하여 방충망을 설치한 처리구와 무처리구를 비교

하였다(Table 2). 방충망 처리구는 자실체의 피해율이

7.9%에 불과하였으나 무처리구는 28.7%로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는

수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방충망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27%의 증수효과를 나타내어 버섯파리에 의한 수량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전국

적으로 연중 발생하여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긴수염버섯

파리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검정날개버섯파리과에 속하는 긴수염버섯파리(Lycoriella

Table 1. Times of developmental stages of mushroom fly,
Lycoriella ingenua (Diptera: Sciaridae) at different temperatures

Temperature
(oC)

Days to developmental stage(Mean±SDa)

Egg-larva Larva-pupa Pupa-adult Egg to adult

16 7.1±0.96 21.4±2.84 6.7±0.81 35.2±4.61

20 6.3±0.71 14.3±2.43 5.2±0.48 25.8±3.62

24 5.4±0.74 13.5±1.43 4.6±0.74 23.5±2.91

28 5.1±0.54 12.8±2.29 4.3±0.57 22.2±3.40
 a

SD, Standard deviation

Fig. 3. Damages by the mushroom fly, Lycoriella ingenua (Diptera: Sciaridae) in Agaricus bisporus. A; larva and adult flies after
harvest, B; stains by adult flies, C and D; feeding by larvae making tunnel into the mushroom stipe and cap, E; mite
transported by the adult flies, F; Mushroom pathogens transmitted by adult flies. 

Table 2. Fruiting body damages caused by Lycoriella ingenua
larvae and yield in Agaricus bisporus

Treatment
Fruiting body 

damage
(%)

Total yield
(kg/container)

Yield index
(%)

 Netted  7.2 2.21 a 127

 Unnetted 28.7 1.74 b 100
a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

icantly different (L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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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nua)는 우리나라 양송이버섯 재배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주요해충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양송이버섯 재배에

서의 긴수염버섯파리의 온도별 발달과 피해양상을 조사하

고자 실시하였다. 버섯파리는 균사를 배양한 페트리디쉬

에서 사육하였고 16, 20, 24, 28
o
C 온도에서 알에서 성충

까지 소요기간은 각각 35.2, 25.8, 23.5, 22.2일로 조사되

었다. 버섯파리 성충은 버섯재배사를 침입하여 종균이 접

종된 배지에 알고 낳고 1-7 mm의 부화된 유충에 의해서

균사와 생육하고 있는 버섯의 갓과 대를 섭식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성충은 자실체의 외관을 더럽히고, 여

러 가지 곰팡이와 세균병을 전파시키며, 응애 등을 옮긴

다. 적절한 해충방제 없는 조건에서 버섯파리에 의한 피

해가 증가하면서 자실체 수량은 27%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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