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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fe table of the Striped Fruit Fly, Bactrocera scutellata, was analyzed by using adult longevity and fecundity of B. 

scutellata at seven constant temperatures (15, 18, 21, 24, 27, 30, 33±1.0℃) with 65% RH and 16L:8D in the laboratory. The highest values 

of longevity were observed at 21℃ with the values of 138.0 days for male and 131.2 days for female, respectively. Females of B. scutellata

did not oviposit under 18℃ and larvae of B. scutellata could not survive to adulthood over 33℃. The highest value of total fecundity was

observed at 24℃ (111.4 eggs) and daily fecundity per female was observed at approximately 1.0. The parameters of the life table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data from eggs to adults of B. scutellata at 4 different temperatures. Net reproduction rate (Ro) was highest at 21℃

(52.27). The intrinsic rate of increase (rm) and the finite rate of increase per day (λ) were highest at 27℃ (0.07 and 1.07), respectively.

The doubling time (Dt) was shortest at 27℃ (with 10.02). The mean generation time (T) was shortest at 2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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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호박꽃과실파리(Bactrocera scutellata Hendel)의 성충 수명과 산란수를 7개 온도(15, 18, 21, 24, 27, 30, 33 ± 1.0℃, RH 65 ± 5%, 14L 

: 10D)에서 조사하여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온도별 성충수명은 21℃에서 수컷이 138.0일 암컷이 131.2일로 가장 오래 살았으며, 21℃를 기준

으로 저온부와 고온부로 갈수록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온도별 암컷은 18℃이하의 온도에서 산란을 하지 않았으며, 33℃에서는 짝짓기가 가

능한 시기까지 살지 못하고 모두 사망하였다. 짝짓기한 암컷의 총 산란수는  111.4개, 일일 산란수는 1.0개로 24℃에서 가장 많은 산란수를 보였

고 순증가율(Ro)은 21℃에서 52.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내적자연증가율(rm)은 27℃에서 0.07을 보였으며, 배수기간(λ)은 27℃에서

10.02로 가장 짧았다. 기간증가율(Dt)은 27℃에서 1.07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평균세대기간(T)은 27℃에서 50.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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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약 250여 종이 대표적 경제 작물인 박과류(호박, 수박, 메론)와 

오렌지, 사과, 체리 등 상업성 과실을 주로 가해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White and Elson-Harris, 1992; Han and Kwon, 

2000). 우리나라 과실파리는 45속 85종이 있으며(Han and 

Kwon, 2000), 이중 박과작물을 가해하는 과실파리는 큰과실파

리아과인 호박과실파리 [Bactrocera depressa (Shiraki)]와 호

박꽃과실파리 [Bactrocera scutellata (Hendel)] 두 종이 있다

(Jeon et al., 2011; Kim, 1999; Kim et al., 2010). 

호박꽃과실파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부탄,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는 야생기주인 하늘타리를 비롯한 박과류의 수꽃에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et al., 1994; Kim et al., 2010; 

Shiraki, 1968). 호박꽃과실파리는 산간지대에만 분포하는 같

은 속의 호박과실파리와 달리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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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한 암컷이 개화하지 않은 호박의 수꽃봉오리속에 산란 하

여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박과류의 수꽃 봉오리를 섭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hiraki 1968; Han and Kwon, 2000; Kim et 

al., 2010). 호박꽃과실파리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 Melothria 

liukiuensis의 꽃과 줄기를 이용하여 유충을 사육한 기록과

(Sugimoto et al., 1988), Miyatake et al.(2000)의 트랩을 이용

한 연중 발생소장에 관한 기록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유충의 기

주가 배(Pyrus communis)라는 모호한 기록이 있다(Yang, 1988). 

우리나라에는 Jung(1994)의 국내 발생소장 조사와 보길도와 

자개도의 채집기록(Kim and Chang, 1982), Kim et al.(2010)의 

발생소장과 Jeon et al.(2011)의 온도발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실파리에 관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과실파리의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박과류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호박꽃과실파리의 성충의 수명과 생명표를 작성하여 실제 야

외에서 호박꽃과실파리의 발생시기 예측 및 방제시기를 결정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곤충 사육

호박꽃과실파리는 2009년 전북 완주군 진안읍 일대 호박재

배지에서 호박꽃과실파리에 의해 피해를 받은 호박 수꽃을 수

거한 후, 노숙 3령충을 시작으로 항온항습기 (24 ± 2℃, RH 70 

± 5%, 14L : 10D)에서 누대사육한 개체를 이용하였다. 누대사

육을 위한 성충의 먹이는 Jeon(2008)과 Kim(1999)이 호박과실

파리 사육에 이용한 Sugar, Yeast, Dried-milk의 3 : 1 : 1의 비율

에 D.W.를 첨가하여 반 고체상으로 먹이를 제조하여 공급하였

고, agar (2 ~ 3%)를 이용한 별도의 수분도 함께 공급하였다.

온도별 성충의 수명과 산란 수

호박꽃과실파리 성충 수명과 산란 수는 7개 온도 (15, 18, 21, 

24, 27, 30, 33 ± 1.0℃ RH 65 ± 5%, 14L : 10D)의 항온항습기

에서 사각페트리디쉬 (가로 7 cm × 세로 7 cm × 높이 9.5 cm)에 

번데기로부터 우화한 성충 암·수를 각 한 쌍씩 넣고 사육하였

다. 성충의 짝짓기를 위한 광 조건으로 전체 광 기간 중 약 1시

간가량을 200 Lux 이하로 설정하여 성충의 짝짓기를 유도하였

다. 암컷의 짝짓기와 산란은 암컷을 기준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수컷이 모자란 온도의 경우 같은 조건의 온도에서 우화한 수컷

을 이용하여 암컷의 짝짓기를 유도하였다. 짝짓기 한 암컷의 산

란 수는 12시간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조사기간 중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산란한 알은 제거하였다. 

생명표

호박꽃과실파리의 생명표는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의 수명, 

산란수 등을 조사하여 구하였다. 알, 유충, 번데기의 수명은 

Jeon et al.(2011)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매개변수의 추정은 Meyer et al.(1986)이 제안한 Jackknife

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parameter 값은 순증가율 (net 

reproductive rate

); 다음 세대에 미치는 암컷의 순기여도, 

내적자연증가율 (intrinsic rate of increase

), 평균세대기간 

(mean generation time(T)); 한 세대의 개체가 출생하여 다음 세

대를 산란할 시기까지의 기간, 배수기간(doubling time

); 

추기 개체군의 크기가 두 배가 되는 기간, 기간증가율(fintie rate 

of increase(λ)); 각각의 기간 동안에 원래의 개체군의 증가 요

인등을 구하여 적용하였다.

온도간 평균 수명과 산란수 검정은 SAS(1999)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결 과 

성충 수명 및 산란수

호박꽃과실파리의 온도별 성충수명은 7개의 조사온도 중 

21℃에서 수컷이 138.0일 암컷은 131.2일로 가장 길었고 저온

인 15℃에서는 수컷이 45.7일 암컷은 45.3일, 33℃에서는 수컷

이 25.3일 암컷은 25.6일을 보여 저온부와 고온부로 갈수록 성

충의 수명은 온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Table 1).

15와 18℃이하에서 성충 암컷은 산란을 하지 못하였고 고온

부인 33℃의 경우 번데기에서 우화한 성충이 짝짓기가 가능한 

시기까지 견디지 못하고 모두 사망하여 성충의 산란이 관찰되

지 못하였다. 호박꽃과실파리의 총 산란수는 24℃에서 111.4

개로 가장 많았고, 21℃에서 106.8개, 27℃와 30℃에서 각 각 

68.3개와 68.0개를 보였다. 온도별 성충 수명과 산란수의 유의

성 검정은 21℃와 24℃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 항온도건에서 

성충의 증식에 적합한 온도는 21 ~ 24℃로 판단되었다. 호박꽃

과실파리의 일일산란수는 21℃와 24℃에서 1.0개를 보였으며, 

27℃와 30℃에서는 0.7개를 보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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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ult longevity and fecundity (mean± SE) of B. scutellata at various temperatures

Temp.

(℃)

n. Longevity (days)
Fecundity

No. eggs

/female/dayMale Female Male Female

15 3 3    45.7±5.61 cd      47.0±8.41 cd - -

18 7 13      66.6±2.65 bcd        68.7±4.99 bcd - -

21 14 17 138.0±9.21 a 131.5±6.53 a 106.8±0.52 a  1.0±0.09 a

24 13 15 128.4±35.6 a   126.5±11.22 a 111.4±0.60 a 1.0±0.27 a

27 16 11    98.1±6.58 ab     93.4±6.62 ab   68.3±0.09 b  0.7±0.04 b

30 10 11   77.9±5.86 bc       86.4±3.23 abc   68.0±0.08 b  0.7±0.03 b

33 5 3  25.6±8.25 d   25.3±6.62 d - -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Table 2. Life table parameters of B. scutellata

Temp.(℃) Ro rm λ T Dt

21 52.27±7.903 0.06±0.006 1.06 69.72 12.21

24   41.52±18.500 0.06±0.016 1.06 60.75 11.22

27 32.57±9.057 0.07±0.005 1.07 50.39 10.02

30 26.13±2.395 0.06±0.026 1.06 55.60 11.80

Ro : Net reproductive rate (female / female), rm : Intrinsic rate of increase (female / female / day), Dt : Doubling time (day), λ : Finite rate of 
increase (female / female / day), T : Mean generation time (day).

생명표

Table 2는 호박꽃과실파리의 생명표로서 7개의 조사온도 중 

산란을 받지 못한 15, 18℃와 33℃를 제외하고 4개의 온도 결

과만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순증가율(Ro)은 21℃에서 가장 

높은 52.37을 보였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30℃에서

는 26.13을 보였다. 내적자연증가율(rm)은 27℃에서 최고치인 

0.07을 나타냈고, 나머지 온도에서 0.06을 보였다. 배수기간

(Dt)은 27℃에서 10.02로 가장 짧았고 21℃가 가장 긴 12.21의 

값을 보였으며 27℃를 기준으로 온도의 증감에 따라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간증가율(λ)은 27℃에서 가장 큰 1.07을 보

였고 나머지 온도에서 1.06을 보였다. 평균세대기간(T)은 21℃

에서 69.72였고, 27℃에서 50.39로 온도가 증가함에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30℃에서 55.60으로 다시 길어졌다(Table 2).

고 찰

Kim et al.(2010)은 호박꽃과실파리 성충 암컷은 산란시 산

란관을 이용하여 호박꽃봉오리 내부에 산란을 한다고 보고하

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호박꽃과실파리 성충 암컷은 산란기주

를 넣어주지 않아도 사육케이지 바닥에 산란을 하였다. 온도별 

산란은 4개온도(21 ~ 30℃)에서 산란이 관찰 되었으나 18℃ 이

하 온도의 경우 24℃에 비해 짧은 수명을 보였고 짝짓기 및 산

란을 하지 않아 성충이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못한 온도조건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Liu and Ye(2009)의 구와바과실파

리(B. correcta)의 실험에서도 18℃ 이하에서 산란을 하지 않았

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Fletcher(1987)와 Liu and Ye(2009)

는 이러한 결과를 대부분의 과실파리가 열대 및 아열대에 분포

하는 종으로 저온 조건이 주어질 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전략

적 행동이라 하였고 본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생명표는 유충의 발육, 성충의 수명 및 산란수를 토대로 계

산된 값으로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호박꽃과실파리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는 27℃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항온 조건에 의한 단순한 추정 값으로 온도 변화가 심한 실

제 야외 포장에서 호박꽃과실파리의 발육은 본 실험과는 약간

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세대기간(T)의 경우도 

Jeon et al.(20011)과 Kim et al.(2010)의 호박꽃과실파리 야외 

트랩 조사의 경우 년 2회 발생을 하며 최초 성충의 발생 최성기

가 7월 중순(7월 10 ~ 17일)이며, 다음 발생 최성기가 9월말(9

월 19 ~ 26일)로 약 60일 이후로 항온조건인 본 실험에서 추정

한 50 ~ 69일인 평균세대기간의 값과 비슷한 결과치를 보였다. 

Jeon et al.(20011)과 Kim et al.(2010)의 값은 변온이 심한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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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랩조사를 근거로 실제 야외에서의 발육은 항온조건보다 긴 

발육값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야외 포장과 같은 조건을 

주어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값의 추정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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