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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한 거베라 피해잎의 조직학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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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a basic information on the 

structural and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of Gerbera hybrida Hort. leaf injured 

by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ASL), Liriomyza trifolii, by using light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Based on the anatomical observation of leaf 

blade injured by L. trifolii, the injury proces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In the initial stage, the punctured tiny holes where ASL layed eggs after suction 

in the upperside of leaf were observed in the palisade parenchyma. In the 

middle stage, the hatched larvae made mines in the palisade parenchyma only. 

In the final stage, the mature larvae grew up making the mines bigger, and just 

before going out from the epidermis, it injured the inside of leaf containing one 

layer palisade parenchyma and two layers of spongy parenchyma.

Additional key words: larvae, mesophyll, mines, punctured tiny holes, SEM

서    언

거베라(Gerbera hybrida Hort.)는 화색이 

풍부하고 아름다워 그 이용도가 차 넓어지고 

있으며, 한 양생식생장형 식물로서 정식 후 

일정기간(3～4개월) 생육하면 생육 온하에서 

연  개화하여 채화할 수 있는 국화과의 숙근식

물이다. 그리고 한 번 심어 2～3년간 계속 재배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분배의 에서 경 상 

잇 이 있다. 거베라의 주요 병해충으로는 역

병, 회색곰팡이병, 차먼지응애, 온실가루이, 아

메리카잎굴 리 등이 있다. 이  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한 피해는 유충의 식해흔, 성충의 섭

식, 산란흔에 의한 외 상 피해와 그로 인해 상

품가치가 떨어지고, 한 발생이 심한 경우 수

량감소, 수확지연의 원인이 된다.

아메리카잎굴 리[Liriomyza trifolii (Bur-

gess)]는 리목(Diftera) 굴 리과(Agromy-

zidae)에 속하는 외래해충으로 원래 유럽이나 

아 리카 등 열 지방에 서식하던 것이 세계 각

지로 되었다. 원산지는 미국의 로리다 지

역으로 추정되며(Minkenberg, 1998), 국화, 거

베라 등 21과 120종 이상의 기주식물에 범

하게 퍼져 있다. 국내에서는 그 기주식물로 거

베라, 국화, 셀러리, 방울토마토, 수박, 호박 등 

6작물이 확인되어 있다(Han 등, 1996). 미국에

서는 리포니아주에서 1970년  , 후반에 

유입(Zehnder과 Trumble, 1984)되어 셀러리, 

국화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일본의 경우, 

1990년 동부 해안지 의 토마토, 국화, 거베라 

등에서 발견되어 그 분포가 확산되었으며(松井, 

1993), 우리 나라에서는 1994년 주의 거베라 

재배포장에서 처음 발견된 후 국으로 확산되

었다(Han 등, 1996). 성충의 몸길이는 2mm 

정도이며 머리, 가슴 측   다리의 부분이 

황색이고, 그 외는 택이 있는 검은색이다. 유

충은 황색～담황색 구더기로 노숙유충의 몸길

이는 3mm 정도이고, 번데기는 갈색으로 2mm 

정도이며, 알은 반투명하며 젤리 모양으로 0.23

×0.12mm의 타원형이다. 암성충은 산란 으로 

잎의 표면  이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스며 나

오는 즙액을 섭식하고 잎 뒷면에 알을 1개씩 산

란한다. 이 섭식 산란흔은 잎표면에 희고 작은 

반 으로 남는다. 유충은 잎의 내부로 들어가 

굴을 만들고 식해하며 노숙하면 잎의 표면을 찢

고 탈출하여 지상에 떨어져 흙의 표면이나 틈사

이로 들어가 번데기가 된다(홍, 1992).

본 연구는 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한 피해부

의 내부구조를 조직학 으로 찰함으로써 

피해부 의 내부구조를 이해함은 물론 재배시

의 병충해방제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단되어 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거베라 잎을 흡즙부 와 식해흔의 

진행과정 등으로 나 어 그 조직학  특성을 구

명하고, 내부조직과 미세구조를 학(LM)  

자 미경(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조직 찰

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한 피해부 의 내부조

직 검경을 하여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시험장 

유리온실에서 재배 인 거베라(Gerbera hybri-

da Hort.)  아메리카잎굴 리의 피해흔 이 

있는 잎을 취한 후 흡즙부 , 식해흔의 기, 

그리고 유충이 잎의 표면을 찢고 나오기 의 3

부 를 리한 칼로 2mm×3mm 크기로 단

하여 조직학  찰재료로 사용하 다. 조직

찰을 해 먼  FAA(Formalin - Acetic acid -

Alcohol)액으로 고정한 후, alcohol series(3

0～100%)에서 탈수하여 supurr's resin에 포메

한 다음, glass knife를 이용하여 95μm로 단

(Ultracut UCT, Leica)하 다. 염색은 1.5%의 

Na2CO3와 0.5% toluidine blue로 염색한 다음 

구표본을 만들어 학 미경(BH-2, Olym-

pus)으로 찰하 다(Chung 등, 1997a).

주사 형자 미경 시료조제

피해부 의 미세구조를 찰하기 하여 거

베라 잎의 피해부 를 FAA액에 고정한 후 

alcohol series로 탈수하여 isoamyl acetate에 

치환하 으며, 건조는 critical point dryer 

(Pelco CPD2, Ted Pella)를 사용하 고, ion 

sputter(E-1030, Hitachi)에서 130 간 이

온을 증착한 시료를 주사 자 미경(S-4200, 

Hitachi)으로 찰하 다(Chung 등, 1997b).

결과  고찰

거베라의 잎에 피해를 주는 아메리카잎굴

리는 일반 으로 알에서 유충을 거쳐 번데기 기

간을 지나 성충으로 성장한다. 아메리카잎굴

리의 피해증상을 찰한 결과(Fig. 1), 기에는 

성충의 흡즙(Fig. 1A, B, C, D)이 시작되고, 그 

일부 흡즙부 에 산란한다. 흡즙부 의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엽육내부에 굴을 고 엽육을 가

해(Fig. 1E)하면서 성장하여 노숙한 후 표면의 

잎을 찢고 나와 잎의 표면에서 번데기가 되거나 

아니면 잎의 가장자리로 이동 후 재배토양에 떨

어져 토양의 틈 사이로 들어가 번데기로 되었

다. 성충의 흡즙 부 는 잎의 표면(Fig. 1A, B)

과 이면(Fig. 1C, D)에서 모두 찰할 수 있었

으며, 그 피해 정도는 표면이 더욱 심하 다. 그

러나 성충은 흡즙부 에 모두 산란하는 것은 아

니고, 거베라는 성충의 흡즙한 식흔수에 한 

산란수의 비율은 13.3%이며, 기주식물의 하나

인 토마토의 경우는 26.1%로 식물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Park, 1996). 이와 같이 아메리카잎

굴 리는 일반 으로 시설내에서는 휴면하지 

않고 연  발생하여 연 15세  이상 경과한다

(홍, 1992). 한 온도에 따라 그 세 수가 각기 

다른데, 발육최 온도는 25～30℃이다(西東, 

1992).

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한 피해는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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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rbera leaf injured by larva of Liriomyza triforii.

A and B : Punctured tiny holes in the upper side of leaf (A:×16, B:×32).

C and D : Punctured tiny holes in the lower side of leaf (C:16, D:×32).

E : Shape of gerbera leaf with tannels mined by larva of Liriomyza triforii. 

피해와 간 인 피해로 나 어 볼 수 있다(이, 

1998). 직 인 피해로는 유충이 잎의 내부를 

가해하면서 생기는 터 의 피해로, 이로 인하여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잎은 축되거나 심할 

경우 낙엽이 지며, 한 잎이 피해를 받음으로

써 작물의 수확량도 감소하게 된다. 한 직  

피해를 주는 터 의 폭은 유충이 성장함에 따

라 커지며, 따라서 어린 식물과 묘는 직 인 

피해로 인하여 완 히 못쓰게 되는 것이 보통

이다. 간 인 피해로는 식흔을 통해 곰팡이, 

세균 등이 침입하거나 잎굴 리에 의해 매개되

는 바이러스의 피해를 들 수 있다. 한 묘를 

고사시킬 정도의 심한 피해도 주게 되는데, 자

엽기에 피해를 받게 되면 식물은 죽거나 발육

이 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Chandler

와 Gilstrap, 1987), 성충은 국화의 반 세균병

을 매개시키거나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西東, 

1992).

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거베

라 잎을 조직학 으로 찰하기 해 잎의 내부 

 흡즙부 와 굴의 피해부  등을 학  

자 미경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거베라 잎의 

내부조직을 찰한 결과(Fig. 2), 1층의 표피세

포와 엽육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엽육세포

는 표피세포와 수직으로 치 하게 배열되어 있

는 2층의 책상조직과 그 아래 세포간극이 잘 발

달된 여러 층의 해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Fig. 2A). 흡즙부 를 세로로 단하여 피해조

직을 찰한 결과(Fig. 2B), 흡즙시 엽육의 피

해는 2층의 책상조직만을 가해하 으며, 터 의 

피해부 도 유충의 크기가 작은 기에는 1～2

층의 책상조직만을 가해하 다(Fig. 2C, D). 그

러나 유충이 성장할수록 그 피해부 가 심하여 

기의 책상조직 1～2층과 그 아래 해면조직 

일부까지 식해하면서 엽육조직을 가해하는 것

을 찰할 수 있었다(Fig. 2E). 이상의 내부조

직 찰결과로 볼 때, 피해부 를 그 진행과정

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성충에 의한 흡즙, 산란 과정으로 그 피해는 책

상조직이었다. 둘째, 알에서 부화한 유충의 식

해과정으로 엽육속에서 굴을 면서 잎의 내부

를 가해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피층을 뚫

고 나오기 직 의 피해과정으로 그 피해부 가 

1～2층의 해면조직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피해부 를 자 미경으로 찰

한 결과(Fig. 3), 표면의 흡즙으로 인하여 생긴 

하나의 피해부 의 직경이 약 300μm 정도이

었으며, 이 정도의 크기로는 흡즙부  한 개당 

5～6개의 기공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면

이었다(Fig. 3A, B). Fig. 3C는 아메리카잎

굴 리에 의한 기의 피해부 를, 그리고 Fig. 

3D는 유충이 엽육내부를 가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흡즙 피해부 의 표

면미세구조를 찰한 결과, 흡즙부 는 상당량

의 기공을 괴시킬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찰 결과, 거베라의 기공형태는 불규칙형으로 표

면과 이면에 모두 기공이 존재하는 양면기공엽

으로, 표면보다 이면에 약 7배로 많은 기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흡즙  식흔의 

피해가 심할 경우, 엽육  기공의 괴로 정상

인 합성 능력을 떨어뜨려 낙엽이 지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 유충은 엽육 내부에

서 1층의 표피세포를 보호막으로 삼고 터 을 

만들면서 엽육을 가해하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

움이 많으므로, 일반 으로 주기 인 약제살포

로 방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약

제 살포시 유충의 터 입구인 흡즙부 는 표면

장력에 의해 약액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계

면활성제를 혼용하면 약액의 침투로 인하여 방

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아메리

카잎굴 리는 살충제에 한 항성이 빠르고

(Parrella와 Keil, 1984), 일본과 만의 경우

도 살충제에 한 항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西東, 1992). 아메리카잎굴 리의 방제법으로 

유럽, 캐나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아메리카잎

굴 리의 천 인 잎굴 리기생 을 이용한 생

물학  방제법을 이용되고 있다(이, 1998).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아메리카잎굴 리의 시

설작물에 한 피해는 더욱 확 될 것으로 여겨

진다. 이 해충에 한 피해경감을 해서는 시

설내의 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제법과 한 

천 을 이용한 방제법 등 종합 인 방제법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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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logical observation of internal structure of gerbera leaf injured by Liriomyza triforii.

A : Cross section of mesophyll of normal structure(×100).

      Pp : Palisade parenchyma; S : stomata; Sp : Spongy parenchyma; Vb : Vascular bundle

B : Punctured tiny holes in the upperside of leaf(×100).
C : Initial structure of the injured leaf(×100).
D : Initial structure of the tunnel of the epidermis in the injured leaf(×200).

E : Internal structure of the leaf seriously injured before matured larve exit the mine of the epidermi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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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gerbera leaf injured by larva of Liriomyza triforii.
A : Punctured tiny holes in the upperside of leaf(×80, Bar is 375㎛).
B : Punctured tiny holes in the upperside of leaf(×250, Bar is 125㎛).
C : Mine of epidermis by larva of Liriomyza triforii.(×150, Bar is 150㎛).
D : Liriomyza triforii larva in the mine of epidermis(×90, Bar is 333㎛). 

    요

아메리카잎굴 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거베

라 잎의 피해부 인 흡즙 부   식해흔의 내

부조직 구조를 학 미경(LM)과 주사 자

미경(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아메리카

잎굴 리에 의한 피해 잎의 내부조직 찰 결

과, 피해의 진행과정은 개 3단계로 찰할 수 

있었다. 첫째, 기 단계로 흡즙 후 산란하는 부

는 비교  세포조직이 치 한 책상조직이었

으며, 둘째,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주 의 책상

조직만을 식해하면서 잎조직 속에서 굴을 만들

기 시작하고, 세째, 성장한 유충은  굴을 크

게 하면서 성장하여 잎의 표피층을 뚫고 나오기 

직 에는 1층의 책상조직과 책상조직에 연결된 

2층의 해면조직까지 식해하면서 잎의 내부에 

피해를 가하는 것을 찰하 다.

추가 주요어：유충, 엽육, 굴(식해흔), 흡즙, 주

사 자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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